A p p e n d i x

개발 도구 설치와 환경설정

학습목표
에디트플러스를 설치하고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이클립스를 설치하고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01. 개발 도구 설치와 환경설정

A

Section

개발 도구 설치와 환경설정

일반 문서나 편지 등을 작성하려면 한글과 같은 워드프로세서가 필요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편집기 또는 개발 도구가 있어야 한다. 물론, 윈도우에서는 메모장, 리눅스에서는
vi 등과 같은 기본적인 편집기를 제공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러므

로 저자는 FTP 기능 등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국산 편집기인 에디트플러스(Editplus)와 개
발에 필요한 여러 기능을 내장하면서도 비교적 심플한 도구인 이클립스(Eclips)를 적극 추
천한다.

1 에디트플러스 설치 및 환경설정
에디트플러스는 웹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들을 지원하는 통합된 편집기로 가벼
우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제‘ EditPlus 30일 평가판’
을내
려받아 설치하고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2

Appendix A. 개발 도구 설치와 환경설정 ◀

실습하기

1

에디트플러스 설치

http://www.editplus.com/kr/index.html에 접속한 후‘평가판 다운로드하기’
를 클릭한다.

[그림 A-1] 에디트플러스 사이트 초기 화면
2

쉐어웨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읽은 후‘다운로드 하기’
를 클릭한다. 그러면 내려받기 대화상자가 나오
는데, 적당한 위치에 에디트플러스를 내려받은 후 실행시킨다.

[그림 A-2] 에디트플러스 평가판 다운로드 페이지

3

▶ 자바 5.0 프로그래밍

3

아래와 같이 언어를 선택하는 대화상자에서‘한글(Korean)’
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다음 화면
으로 넘어간다.

[그림 A-3] 에디트플러스 설치 초기화면

4

평가판과 사용권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예> 버튼을 클릭하자.

[그림 A-4] 에디트플러스 설치 사용권에 대한 설명
5

사용권에 동의하면 설치할 디렉토리를 묻는다. 기본으로‘C:\Program Files\EditPlus 2’
라는 위치로 지정
되어 있다. 여기서는 기본 위치는 이 위치로 설치하지만 혹 다른 곳에 설치하고 싶다면 오른쪽의 <...> 버튼
을 눌러서 변경할 수 있다.

[그림 A-5] 에디트플러스 설치 경로 지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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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디트플러스 설치 시 그룹명을 지정해주고 단축 아이콘들의 생성여부를 선택하여 설치를 마무리한다. 물
론 그룹명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본값인‘EditPlus 2’
를 그대로 두었다.

[그림 A-6] 에디트플러스 그룹명 지정

7

<확인> 버튼을 눌러 설치를 완료하자.

[그림 A-7] 에디트플러스 설치 종료화면

8

다음 그림처럼 [시작]→[프로그램]에서 [EditPlus 2]를 실행해 보자.

[그림 A-8] 에디트플러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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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5.0 프로그래밍

9

마지막으로 에디트플러스를 시작하면 등록 코드를 입력하는 대화상자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평가판을
사용하므로 <평가하기>를 클릭한다.

[그림 A-9] 에디트플러스 사용권 검증 화면

10

에디트플러스를 실행할 때마다 30일 이내에서 앞으로 남은 평가 기간을 알려준다.

[그림 A-10] 에디트플러스 평가판 날짜 카운트

에디트플러스를 잘 설치했다면 이제 자바프로그래밍을 할 때 에디트플러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환경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잘 보고 따라해보자.

실습하기

1

에디트플러스 환경설정

[도구] → [사용자 도구 구성] 순으로 선택한다.

[그림 A-11] 에디트플러스 환경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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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바 컴파일러를 연결하기 위하여 <그룹 이름> 버튼을 눌러서‘Java Compiler’
라고 입력하고 [프로그램]
으로 등록한다. 물론,‘메뉴제목’
은 사용자 정의이므로 사용자 임의로 다른 이름을 기입해도 된다.

[그림 A-12] 자바 컴파일러 등록하기 1

[그림 A-13] 자바 컴파일러 등록하기 2

3

‘명령’항목에는 앞서 JDK를 자동 경로로 지정한‘C:\jdk5\bin\javac.exe’
로 하고‘인수’항목에는
‘$(filename)’
,‘디렉토리’항목에는‘파일 디렉토리’
로 설정한다. 그리고 에디트플러스 내에서 출력된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출력 내용 캡쳐’항목도 체크한다.

[그림 A-14] 자바 컴파일러 등록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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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5.0 프로그래밍

4

다음은 바이트코드를 번역하는 Java Run 명령을 설정해야 하는데, 컴파일러를 설정할 때와 유사하다. 다
음 그림을 보고 설정하자.

[그림 A-15] 에디트플러스에서 단축키를 등록한 화면
5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환경설정은 끝났다. 마지막으로 바로 위의 [그림 A-15]에서 [보기] → [사용자 도구 모
음]을 선택하면 다음 그림과 에디트플러스를 실행시켰을 때 망치그림이 도구 모음 줄이 나타나는데, 앞에
있는 것이 컴파일러(단축키는 <Ctrl> + <1>), 그 다음 것이 인터럽터(<Ctrl> + <2>)다.

[그림 A-16] 자바 컴파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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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 작업했던 C:\JavaEx\Ex1.java를 불러 컴파일러와 인터럽터를 직접 실행해보자.

[그림 A-17] 자바 컴파일 화면

[그림 A-18] 자바 실행 화면

2 이클립스 설치
자바 개발자 입장에서 이클립스를 처음 접했을 때의 그 감동은 잊지 못할 정도다. 이클립스
는 JSP의 모델 2 작업을 할 때나 또는 빈즈, 그리고 자바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까지
모든 면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합환경의 개발 도구(IDE)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단한 플러그인(Plug-in) 작업으로 원하는 기술력을 지원받도록 도
구 자체가 공개되어 있으며 비록 국내 제품이 아니지만 이런 간단한 플러그인 작업이 지원
9

▶ 자바 5.0 프로그래밍

됨으로써 모든 메뉴와 도움말까지 우리 한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자바를 배우
는 사람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다. 처음 자바를 배우는 사람일수록 이클립스를 사용하기
보다는 에디트플러스와 자바 API를 사용하여 자바 API를 좀더 익히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하다는 생각이 저자의 마음이자 바람이다.

실습하기

1

이클립스 설치하기

fttp://www.eclipse.org에 접속해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downloads]를 선택한다.

[그림 A-19] 이클립스 설치 (1)
2

그러면 최근에 배포된 버전을 확인할 수 있다.‘Download now: Eclipse SDK 3.1.2’
를 클릭한다.

[그림 A-20] 이클립스 설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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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화면에서는 이클립스를 내려받기 위한 미러 사이트(Mirror Site)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맨 위의
‘[Korea, Republic Of] Areum’
을 선택한다.

[그림 A-21] 이클립스 설치 (3)
4

내려받은 파일을 C 드라이브로 옮긴 후 압축을 해제한다(설치 전에 JDK5.0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림 A-22] 이클립스 설치 (4)
5

압축을 푼 후 C:\eclipse\eclipse.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한다.

[그림 A-23] 이클립스 설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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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5.0 프로그래밍

6

설치가 끝나면‘workspace’
를 지정해야 한다.‘workspace’
란 이클립스에서 생성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디렉토리다. 이클립스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필자는 C:\eclipse\workspace로
지정했다). 아래의 체크박스는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 다음부터는 이 창을 띄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여기도
체크한다.

[그림 A-24] 이클립스 설치 (6)
7

이클립스의 실행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A-25] 이클립스 설치 (7)

3 이클립스 환경설정
이클립스의 설치가 끝났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한다.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생
성해야만 자바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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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하기

1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생성하기

이클립스를 실행한 후‘Package Explorer’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New] → [Project]를
지정한다.

[그림 A-26] 이클립스 환경설정 (1)
2

‘Java Project’
를 체크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A-27] 이클립스 환경설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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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5.0 프로그래밍

2

‘Project name’
에‘java_app’
라고 정하고,‘JDK Compliance’
를 5.0으로 선택한 후에 <Next>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A-28] 이클립스 환경설정 (3)
4

그리고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A-29] 이클립스 환경설정 (4)

5

프로젝트가 올바르게 생성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것이다.

[그림 A-30] 이클립스 환경설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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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하기

1

패키지 만들기

java_app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New] → [Package]를 지정한다.

[그림 A-31] 패키지 만들기 (1)
2

Name에서 패키지명을 입력한 후에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A-32] 패키지 만들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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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5.0 프로그래밍

3

Package Explorer에 패키지가 만들어진다.

[그림 A-33] 패키지 만들기 (3)

실습하기

1

인터페이스 만들기

java_app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New] → [Interface]를 지정한다.

[그림 A-34] 인터페이스 만들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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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kcage명과 Interface명을 입력한 후에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A-35] 인터페이스 만들기 (2)
3

Package Explorer에 패키지 안에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진다.

[그림 A-36] 인터페이스 만들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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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5.0 프로그래밍

실습하기
1

Enum 만들기

java_app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New] → [Enum]을 지정한다.

[그림 A-37] Enum 만들기 (1)
2

Pakcage명과 Enum명을 입력한 후에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A-38] Enum 만들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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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ckage Explorer에 패키지 안에 Enum이 만들어진다.

[그림 A-39] Enum 만들기 (3)

실습하기
1

클래스 파일 생성 및 실행하기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New] → [Class]를 지정한다.

[그림 A-40] 클래스 파일 만들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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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5.0 프로그래밍

2

Package명(1번)과, Class명(2번)을 작성한 후에 3번 항목을 체크하면 main( ) 메서드가 자동으로 만들어
진다. 여기서 2번을 작성할 때 파일명이 아니라 클래스명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그림 A-41] 클래스 파일 만들기 (2)
3

자바 파일을 생성한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A-42] 클래스 파일 만들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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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에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보자.
system.out.println("안녕하세요");

[그림 A-43] 클래스 파일 만들기 (4)
5

그리고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림 A-44] 클래스 파일 만들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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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5.0 프로그래밍

6

실행 결과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A-45] 클래스 파일 만들기 (6)

실습하기

1

자바 폰트와 크기 설정하기

[Window] → [Preferences] 메뉴를 선택한다.

[그림 A-46] 폰트 및 크기 설정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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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neral’→‘Appearance’→‘Colors and Fonts’
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종류별로 설정할 수 있는 메
뉴 리스트가 나온다.

[그림 A-47] 폰트 및 크기 설정하기 (2)

3

오른쪽 메뉴 중‘Java’
를 더블 클릭한 후에 1번을 선택하고 2번을 눌러서 폰트와 글씨 크기를 변경한다.

[그림 A-48] 폰트 및 크기 설정하기 (3)

4

아래와 같이 설정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A-49] 폰트 및 크기 설정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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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K>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A-50] 폰트 및 크기 설정하기 (5)
6

그러면 글씨 크기와 굵기가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A-51] 폰트 및 크기 설정하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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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하기
1

멤버변수를 이용한 생성자 만들기

아래와 같이 ConstructorEx.java 파일을 생성한다.

[그림 A-52] 멤버변수를 이용한 생성자 만들기 (1)
2

편집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Source] →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s]를 선택
한다.

[그림 A-53] 멤버변수를 이용한 생성자 만들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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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5.0 프로그래밍

3

name, age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OK> 버튼을 누른다. 이 때 한 개만 체크하면 매개변수를 한 개를 갖는
생성자가 만들어진다.

[그림 A-54] 멤버변수를 이용한 생성자 만들기 (3)
4

결과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A-55] 멤버변수를 이용한 생성자 만들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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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하기
1

Setter, Getter 메서드 생성하기

ConstructorEx.java 파일의 편집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Source] → [Generate
Setters and Getters]를 선택한다.

[그림 A-56] Setter, Getter 메서드 생성하기 (1)
2

name, age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OK> 버튼을 누른다. 이 때 한 개만 체크하면 한 개의 Setter와 Getter
메서드가 생성된다.

[그림 A-57] Setter, Getter 메서드 생성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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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5.0 프로그래밍

3

결과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A-58] Setter, Getter 메서드 생성하기 (3)

실습하기
1

실행시 파라미터 받기

파일을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그림 A-59] 실행시 파라미터 받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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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drop 상태에서 [Run]을 클릭한다.

[그림 A-60] 실행시 파라미터 받기 (2)
3

창이 뜨면 메인 탭(1번)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2번)를 찾고, 실행하려는 클래스를 찾거나 직접
기입한다.

[그림 A-61] 실행시 파라미터 받기 (3)
4

Arguments → Program arguments → 2006 03 23라고 작성한 후에 <Run> 버튼(3번)을 클릭한다.

[그림 A-62] 실행시 파라미터 받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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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5.0 프로그래밍

5

성공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A-63] 실행시 파라미터 받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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