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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 설치

JDK 설치 후 디렉터리 구조
자바 개발, 실행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유틸리티
Configuration file
네이티브 코드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헤더 파일
컴파일된 모듈 정의
Copyright과 라이선스 파일
JDK의 기본 라이브러리, 추가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개발
도구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파일

자바 런타임 환경. JVM, 클래스 라이브러리 등 실행에 필요한 파일

JDK 설치


경로 설정하기

Eclipse 설치하기



이클립스 Oxygen (eclipse-inst-win64.exe)
https://www.eclipse.org/downloads/ 다운로드
eclipse.exe 실행

JDK 설치


설치된 자바 버전 확인

자바 프로그램 작성


이클립스 프로젝트 생성 File->New->Java Project

자바 프로그램 작성


클래스에 소스 코드 추가

자바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Run (Ctrl+F11)

자바 프로그램 컴파일 오류


컴파일 오류 시 quick fix를 눌러서 수정

자바 프로그램 실행


이클립스 프로젝트 디렉토리



콘솔 창에서 실행

Lab0


HelloWorld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JDK 설치
IDE 설치
환경설정
이클립스를 사용한 자바 프로그램 작성

과제 Lab1_2
1.
2.

본 과제에서 작성하는 코드는 Lab1_2.java 파일에 저장한다
사용자로부터 정수형 값을 한 개 입력받아서 만약 그 값이 50이하이면 “50
이하의 숫자가 입력됨“, 51~70이면 “51~70의 숫자가 입력됨“, 71 이상이면
“71이상의 숫자가 입력됨＂을 출력하라

과제 Lab1_1
1.
2.

본 과제에서 작성하는 코드는 Lab1_1.java 파일에 저장한다
사용자로부터 정수형 값을 한 개 입력받아서 만약 50 이상이면 “50보다 크
거나 같음“을 출력하고 만약 작다면 “50 보다 작음＂을 화면에 출력하라

과제 Lab1_3
1.
2.

3.

본 과제에서 작성하는 코드는 Lab1_3.java 파일에 저장한다
사용자로부터 정수형 값을 한 개 입력받아서 만약 그 값이 50이면 “50이 입
력됨“, 70이면 “70이 입력됨 “, 90이면 “90이 입력됨＂을 출력하고, 50, 70,
90이 아닌 숫자가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50, 70, 90 이외의 숫자가 입력됨
＂을 출력하라
이 과제는 switch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

과제 Lab1_4
1.
2.

3.

과제 Lab1_5

본 과제에서 작성하는 코드는 Lab1_4.java 파일에 저장한다
키보드에서 정수로 된 돈의 액수를 입력받아, 오만 원권, 만 원권, 오천 원권,
천원, 500원, 100원, 10원, 1원짜리 동전 각 몇 개로 변환되는 지 출력하라.
예를 들어, 655370이 입력되면 오만 원권 13매, 만 원권 1매, 오천 원권 1매,
100원짜리 동전 3개, 50원짜리 동전 1개, 10원짜리 동전 2개를 출력한다.
각 단위의 돈을 출력할 때에는 줄을 바꿔서 출력한다.
예시) 655370
오만원: 13
오천원: 1
백원: 3
오십원: 1
십원: 2

import


import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2.

3.

본 과제에서 작성하는 코드는 Lab1_5.java 파일에 저장한다
1~99까지의 정수를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고 정수에 5, 7, 9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안녕＂을 출력하고 두 개 있는 경우는 “안녕 안녕~＂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예를 들면, 키보드로 입력된 수가 19인 경우 “안녕＂을, 75인 경우 “안녕 안
녕~＂을 출력하면 된다. 만약 5, 7, 9 중 한 개도 없는 경우에는 “5, 7, 9 없
음”을 출력하라.

Scanner 클래스

다른 패키지에 작성된 클래스 사용


1.

소스 내에서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의 전체 경로명을
써주어야 함

public class Import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java.util.Scanner scanner =
new java.util.Scanner(System.in);
}
}

import 키워드 이용하는 경우


소스의 시작 부분에 사용하려는 패키지 명시



특정 클래스의 경로명만 포함하는 경우



패키지 내의 모든 클래스를 포함시키는 경우

 소스에는 클래스 명만 명시하면 됨
 import java.util.Scanner;
 import java.util.*;
 *는 현재 패키지 내의 클래스만을 의미하며 하위 패키지의 클
래스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import java.util.Scanner;
public class Import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canner scanner =
new Scanner(System.in);
}
}import java.util.*;
public class Import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canner scanner =
new Scanner(System.in);
}
}

Scanner scanner = new Scanner(System.in);
String name = scanner.next();
// "Kim"
String addr = scanner.next();
// "Seoul"
int age = scanner.nextInt();
// 33
double weight = scanner.nextDouble(); // 65.1

과제 제출


Lab1_0 ~ Lab1_5와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e-learning에 과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