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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지은이_ 강희은

경영학부를 졸업 후 IT 업계에 사무직으로 종사하다가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느껴 컴

퓨터 공학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아직 대학원생이고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만, 스스로 공부하며 체득한 컴퓨터 언어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

유할 기회를 얻고 싶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현재는 대학원의 한 연구실에서 경영학

과 컴퓨터 공학 간의 융합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중이다. 한적하고 넓은 공간을 

좋아하고 커피보다는 차를 선호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버섯 샤부샤부를 먹으

며, 춤추기 좋은 노래를 즐겨 듣고 장래에는 1년 365일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은 꿈이  

있다.

감수_ 박성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구 분야는 분산 처리와 클라우드 그

리고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저자의 말

최근 융합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명 기업들이 이공계 학생에게는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인문계 학생에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능력을 요구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많은 인문계 학생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

해 학원에 다니거나 독학하거나 학교 내 컴퓨터공학과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바 프로그래밍 입문서입니다.

기존에도 프로그래밍 입문서는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입문서를 보며 

혼자 공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컴퓨터 언어에 대해 생소하고, 이

공계 학생과는 공부 성향이 다른 인문계 학생에게 기존의 입문서는 너무 어렵게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인문계 졸업생으로서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재미를 느끼고 컴퓨터 공학 대학원에까지 진학하게 

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인문계 학생에게 더 친근한 공부 방법을 알려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끝에 생각한 공부 방법이 바로 영어를 공부하듯 자바를 공부하는 것입

니다. 영어는 언어 중 하나고 우리는 영어권 사용자와 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며 우리가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 배우

는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어순에 따라 해석하고 영

작하듯, 자바를 공부할 때도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어순에 맞게 코드(프로그래

밍 언어로 기술한 글)를 작성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이 책에서는 자바 코드를 

설명할 때 영어를 번역하듯 설명하고, 주요 단어를 영어 단어 외우듯 공부함으로써 영

작하는 것처럼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바를 조금 더 친숙

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바의 주요 개념을 일상생활에 빗대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려는 인

서문



문계 학생뿐만 아니라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는 분이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필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빛미디어의 김창수, 정지연, 김상민 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길을 감에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 이끌어 주신 박성용 교수님과 연구실 식구들, 항상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엄마, 

아빠, 희진 언니, 형부와 비타민 채원, 채율 그리고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수자의 말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과 자바의 개념을 일상생활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영어 독해

하듯 코드를 설명하여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비전공자와 초급 사용자가 배우기 

쉬운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고급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이 책으로 기본 개념을 쌓

고, 이후 고급 자바 책 등으로 심화학습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초급 초중급 중고급 고급중급중급초급

이 책은 기존에 프로그래밍을 접해보지 못한 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프로그래

밍을 배우려고 시도했지만, 복잡하고 어려워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보셔도 괜찮

습니다. 컴퓨터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해당 책을 읽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책의 예제는 32비트 운영체제인 Windows x86을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Java SE 

8u45 버전의 JDK와 Eclipse IDE for Java EE Developers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JDK와 Eclipse 버전에 따라 코드가 동작하지 않거나 책에 적힌 설명과 사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용한 코드는 다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hanbit.co.kr/exam/2800/ 

대상 독자 및 참고사항

https://www.hanbit.co.kr/exam/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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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서 - 011

chapter 1
자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는 자바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룹니

다. ‘1.1 컴퓨터의 기초’에서는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궁금했던 컴퓨

터의 기초 지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 자바란’에서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의 정의와 역사를 다룹니다. ‘1.3 자바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에서는 

자바로 작성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원리를 간단히 배웁니다. 자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기초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은 ‘1.4 자바 개발환

경 구축하기’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컴퓨터의 기초

요즘에는 어디서든 컴퓨터를 볼 수 있습니다. 집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언제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컴퓨터입니다.

그림 1-1 컴퓨터의 다양한 종류

Desktop
(데스크탑)

Laptop
(노트북)

Smart Phone
(스마트폰)

컴퓨터는 일종의 자동 계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숫자 계산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메일을 보내고, 문서를 작성하고, 동영상을 보는 데 쓰기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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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를 연결한 기계일 뿐인데 컴퓨터는 어떻게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구조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컴퓨터는 크게 본체와 각종 입출력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체 내부를 살펴

보면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메모리와 CPU입니다. 

메모리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보조 기억장치(하드디스크, 

RAM 등)가 그 종류입니다. CPU는 명령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계산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키보드, 마우스 등은 입력장치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

는 도구입니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거나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모니터는 출력장

치입니다. 컴퓨터의 본체에서 계산된 결과를 나타내 주는데, 문서를 작성할 때 키

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면 그 내용을 모니터 화면으로 보거나 바탕화면 아이콘을 더

블 클릭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모니터 화면에 뜨는 것이 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1-2]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버스는 데이터와 명령이 컴퓨터 안의 다른 장치

로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림 1-2 컴퓨터의 구조

입출력장치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본체

본체
분해

메모리

CPU
(Central Processing Unit)

     매우 간단하게 본 본체 내부 : 버스

컴퓨터는 사람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컴퓨터를 사람의 신체에 비교

하면, 본체는 뇌, 버스는 혈관, 입출력장치는 눈, 입, 손, 다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본체에 CPU와 메모리가 있는 것은 사람의 뇌에는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과 생각

하는 부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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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컴퓨터와 사람의 유사성

메모리

CPU
(Central 

Processing Unit)

매우 간단하게 본 
본체 내부

: 버스

뇌

눈

혈관

손

발

입출력장치

본체

사람은 산소나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소로 분해한 후 혈관을 통해 이들을 몸속 각 

부분으로 전달합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컴퓨터도 전기를 공급받아서 버스를 

통해 데이터나 명령을 각 장치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내 데이터와 명령은 

모두 전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컴퓨터는 전기가 낮을 때를 0, 높을 때를 1로 인

식합니다. 즉, 컴퓨터의 언어(기계어)는 0과 1로 나타나는 2진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0과 1로 표현되는 기계어를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

문에, 사람들은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프로그래밍 언

어’를 사용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가 바로 자바입니다. 

그림 1-4 컴퓨터 언어(기계어)

0 0 0 0 0 1 0 0

버스에 지나가는 전기 높음

버스에 지나가는 전기 낮음

4

* 숫자 4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0100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상 언어, 특히 영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언어가 단어와 

문법을 가진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 역시 단어와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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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내용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것을 ‘컴파일Compile’이라고 

합니다. 기계어로의 번역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면, 이를 ‘컴파일러’라는 번역기가 0과 1로 구성된 

기계어로 변환하고, 컴퓨터는 이 변환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 원리는 

마치 한국 사람이 아랍어를 읽고 쓰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비교적 배우기 편한 영

어로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작성한 후에 영어 ⇔ 아랍어 번역가에게 부탁하여 이 글

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림 1-5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

변환

번역

프로그래머 컴파일러 컴퓨터

while(1){         ...}

한국인 영어 ↔ 아랍어 번역가 아랍인

Hello,
my name ishee eun kang!

offset (h)    00 01 02
000212B0  19 18 1F
000212C0  06 19 1E
000212D0  04 04 00

1.2 자바란

자바는 대표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금은 Oracle에 인수된 Sun 

Microsystems라는 미국의 컴퓨터 회사에 의해 199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자

바는 원래 가전제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용도였지만, 지금은 인

터넷 및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1 자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서 - 015

앞서 말했듯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객체 지향’은 무엇일까요? 객체를 지향한다

는 것은 프로그래밍할 때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객체를 만들고 이들의 관계를 

설계해간다는 의미입니다. 객체란 실체입니다. 예를 들어, 나, 언니, 엄마, 아빠는 

‘인간’의 실체(객체)라 할 수 있습니다. 객체에 대한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

록 하겠습니다.

그림 1-6 객체의 개념

나 언니 엄마 아빠

객체 객체 객체 객체

인간

1.3 자바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

1.3.1 컴파일과 실행

자바로 작성한 코드는 ‘.java’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에는 ‘.java’

로 끝나는 자바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경해 주는 ‘javac’라

는 이름의 전용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javac’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변

경하면 ‘.class’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생성됩니다. ‘.class’ 파일은 자바 가상 

머신, 즉 JVMJava Virtual Machine을 통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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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자바 프로그램 컴파일과 실행

JVM‘○○.class’

변환

프로그래머 ‘○○.java’
javac

(자바 전용 컴파일러)

class 파일 실행

컴퓨터

offset (h)    00 01 02
000212B0  19 18 1F
000212C0  06 19 1E
000212D0  04 04 00

while(1){         ...}

1.3.2 자바 가상 머신

JVM은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바로 작성한 

코드를 해당 컴퓨터의 명령어로 번역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JVM만 있으

면 기계 종류나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1-8 자바가상머신(JVM)

JVM

JVM

JVM

‘○○.class’

변환

프로그래머 ‘○○.java’
javac

(자바 전용 컴파일러)

리눅스 컴퓨터

윈도우 컴퓨터

맥 컴퓨터

offset (h)    00 01 02
000212B0  19 18 1F
000212C0  06 19 1E
000212D0  04 04 00

while(1){         ...}

이처럼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바 전용 컴파일러 javac나 JVM 

등이 필요합니다.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자바 개발환경을 구축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바 개발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시간

이 조금 걸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javac와 JVM 등 자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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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기초 문법

2장에서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알아야 할 기초 문법에 대해 다룹니다. 영어

를 배울 때 명사, 동사, 형용사 등 품사와 1형식, 2형식 등 형식과 같은 기초 문법

을 공부하듯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도 여러 가지 기초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는 보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를 위한 다

양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역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반복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등 다양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2.1 기초 문법’에서

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다루고, ‘2.2 연산자’에서는 수학의 사칙

연산과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할 수 있는 연산자에 대해 배웁니다. ‘2.3 여러 

가지 배열’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

다. ‘2.4 반복문’에서는 반복되는 처리 동작을 표현하는 방법을, ‘2.5 조건문’에서

는 어떤 경우에만 특정 행동을 하게 조건을 거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2.1 기초 문법

2.1.1 데이터 타입

컴퓨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합니다. 그럼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는 어

떤 대상을 수치나 말로 묘사하여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름: 홍길동, 나이: 28세, 키: 173.9cm, 성별: 남자, 직업: 회

사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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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데이터의 개념

홍길동

홍길동에 대한 데이터

이름: 홍길동
나이: 28세
키:    173.9cm
성별: 남자
직업: 회사원

1, 2, 3 등의 숫자를 ‘정수’라고 하고, 3.4, 4.5 등의 숫자를 ‘실수’라고 하며, 아, a

를 ‘문자’, 학교를 ‘문자열’이라고 그 종류를 분류하듯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에서도 여러 데이터 값의 종류를 지칭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자바에는 대

표적으로 ‘char, String, int, long, float, double, boolean’ 등의 데이터 타

입이 있습니다.

표 2-1 데이터 타입의 종류와 예시

데이터 타입 표현할 수 있는 값 예시

char 문자 ‘이’, ‘길’, ‘안’, ‘a’, ‘b’

String 문자열 “학교”, “Hi! I’m Hin!”

byte 매우 작은 정수(-128 ~ +127) 0, 30, 255

short 작은 정수(약 -3만 ~ +3만) -3, 2, 100, 30000

int 정수(약 -21억~ +21억) -1, -234, 3, 40, 100, 2000000000

long 큰 정수(약 -900경 ~ +900경) -5, -1000, 1, 30, 900000000000000

float 실수 -1.2, 222.31, 3.14

double 큰 실수 -111.85, 6.3, 5.783

boolean true, false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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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데이터 타입의 종류

이름: 홍길동
나이: 28세
키:    173.9cm
성별: 남자
직업: 회사원

이 길

C

28 173.9

홍길동
cm

성별

int

char String

double
정수 값을 담는

문자 값을 담는 문자열 값을 담는

큰 실수 값을 담는

2.1.2 변수

변수란 특정 데이터 타입의 값을 담는 상자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유리는 유리

를 담는 상자에, 종이는 종이를 담는 상자에 분리해 넣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가

지고 프로그래밍할 때도 정수 값은 정수 값을 담는 변수에, 문자열 값은 문자열 값

을 담는 변수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림 2-3 변수의 개념

쓰레기

유리 종이분리
수거

유리 담는 상자 종이 담는 상자

데이터

정수 문자열프로
그래밍

정수 값을 담는 변수 문자열 값을 담는 변수

12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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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유리 종이분리
수거

유리 담는 상자 종이 담는 상자

데이터

정수 문자열프로
그래밍

정수 값을 담는 변수 문자열 값을 담는 변수

12 cat

메모리 공간에 해당 변수를 저장할 공간을 만드는 것을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합

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는 (1) 해당 변수가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 명

시하고 (2) 변수의 이름을 적은 후 (3) ‘;’으로 변수 선언이 끝났다는 걸 표시합니

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에 찍는 문장의 마침표(.)와 같

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의 선언]   

(1) 변수가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 명시   -> int

(2) 변수의 이름을 적음        -> int a

(3) 쌍반점(;)을 찍음         -> int a;

 int a;
정수 값을 담는 a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한다

 NOTE  변수 선언 법칙

1. 변수명은 ‘영문, 숫자, _ , $’만 사용할 수 있다(ex. int a, int a2, int _a2, int $a2). 

2. 변수명에 공백문자와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ex. int a+b는 안 됨). 

3. 변수명의 첫 글자는 숫자가 오면 안된다(ex. int 22java는 안 됨). 

4. 변수명은 영문의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ex. int ab와 int aB는 다른 변수). 

5. 자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ex. int byte나 int class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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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자바 예약어

‘자바 예약어’란 자바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겠다고 예약한 단어들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

는 abstract, boolean, byte, break, catch, char, class, continue, case, do, 

double, default, enum, extends, else, final, finally, float, for, false, 

implements, import, instanceof, int, interface, if, long, new, null, native, 

private, protected, public, package, return, static, strictfp, super, switch, 

synchronized, short, throw, throws, transient, this, true, try, void, volatile, 

while 등이 있습니다. 각 예약어의 의미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자연스레 배울 수 있으니,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언한 변수에 등호(=)를 사용해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수에 값 저장]   

a =  1;  
변수 a에 1을 저장한다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이를 ‘변수를 초기화한다’라고 

합니다. 즉, 정수 값을 담는 변수 a를 선언하고 동시에 1을 저장하여 초기화하는 

것을 int a =1;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2-3]의 

아랫부분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면 [그림 2-4]와 같습니다.

그림 2-4 변수의 선언과 값 저장 응용

변수: 특정 타입의 데이터를 담는 상자

정수 값을 담는 변수
a

문자열 값을 담는 변수
b

12 cat

변수: 특정 타입의 데이터를 담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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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a =  12;        
정수 값을 담는 a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12를 저장한다

String b =  "cat";
문자열 값을 담는 b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cat을 저장한다

이번 장에서 공부한 변수를 바탕으로 [코드 2-1]을 분석해 보면 문자열 값을 담는 

String 변수 4개에 값을 대입하고 이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Variables’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여 [코드 2-1]을 작성해 봅시다.

[코드 2-1] 변수의 선언, 값 저장과 출력 1   

class Variables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tring str1 =  "Hello";
  문자열 값을 담는 str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Hello를 저장한다

  String str2 =  "Java";
  문자열 값을 담는 str2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Java를 저장한다

  String str3 =  "Nice to meet you";
  문자열 값을 담는 str3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Nice to meet you를 저장한다

  String str4 =  "Bye!";
  문자열 값을 담는 str4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Bye!를 저장한다

  System.out.println(str1);
  str1 변수의 값을 시스템 콘솔에 출력하고 한 줄 띄운다  

  System.out.println(str2);
  str2 변수의 값을 시스템 콘솔에 출력하고 한 줄 띄운다

  System.out.println(str3);
  str3 변수의 값을 시스템 콘솔에 출력하고 한 줄 띄운다

  System.out.println(str4);
  str4 변수의 값을 시스템 콘솔에 출력하고 한 줄 띄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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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결과

Hello

Java

Nice to meet you

Bye

 여기서 잠깐!  char와 String의 차이

char와 String은 둘 다 문자를 담는 데이터 타입이지만, char는 오직 한 글자만 담을 수 있고 

String은 여러 글자를 한 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char는 문자를 담을 때 해당 문자를 ''로 

표시해야 하고(ex. char c = 'k';), String은 문자열을 표현하는 해당 문장을 ""로 표시해야 합니

다(ex. String str = "Hello!";).

2.2 여러 가지 연산자

컴퓨터는 전기를 연결한 기계입니다. 전기가 낮을 때를 0, 높을 때를 1로 생각하

여 모든 데이터나 명령어를 0과 1로 구성된 2진수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과 종료가 2진수의 수학 연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산자는 영어로 ‘operator’라고 하며, 실행해야 하는 행동을 지정하는 것을 말

합니다. 수학의 사칙 연산인 +, -, ×, ÷ 모두 연산자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연산자 외에도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

보겠습니다.

2.2.1 산술 연산자

산술이란 2개 이상의 수를 결합하는 모든 법칙을 아우르는 말로서, 쉽게는 ‘계산’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술 연산자란 계산하는 연산자입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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