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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Ruby on Rails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루비(Ruby)다. 

루비는 스크립트 언어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졌다. 하지만 다른 스크립트 언어들이 

단순한 처리나 적은 데이터양만 처리할 수 있는 데 비해 일반 언어(자바나 C 같은)와 같은 수준

의 처리를 기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 및 처리량에도 대응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프

로그래밍 구문이 매우 쉬워서 배우기도, 사용하기도 쉬운 언어다.

이 책은 루비가 처음인 사람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을, 그리고 루비를 활용하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는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 제작 방법까지 알려 준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기본적인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 구조와 서버 설정 방법, HTML 작성 

방법까지 익힐 수 있다. 또한, 책 마지막에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

는 것을 보면서 큰 성취감을 얻을 것이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제일 난해한 부분이 객체지향 개념일 것이다. 루비는 객체지향 언어이

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객체다. 하지만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은 많은 부분을 할애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클래스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상

속 방법, 오버라이드(Override) 등을 쉬운 예제 코드와 함께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해가 쉽다. 아

직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독자가 있다면 이 책이 돌파구가 되어 줄 것 

이다.

이 책은 루비라는 언어에 관한 책이지만, 루비 외에도 프로그래밍 전반에 관해 광범위하게 다루

고 있어서 책 한 권으로 루비와 기본 프로그래밍 기술을 모두 섭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한 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는 사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끝으로 좋은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실장님과 700여 쪽 가까이 되는 책을 검수

하고 수정하느라 고생하신 제이펍 이주원 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5년 4월

역자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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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먼저 이 책을 구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 책은 프로그래밍 언어 루비(Ruby)에 관한 책으로, 프로그래밍 자체가 처음인 사람을 위한 책

이 아닌,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먼저 밝힌다.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는 루비 1.9와 루비 2.0의 언어 사양과 동적 프로그래밍 방법에 관해 설명

한다. 파트 4에는 기본 탑재 라이브러리 및 루비와 함께 설치되는 각종 툴에 대해 다룬다.

파트 5에서는 루비 개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법 및 작성법을 설명하고, 

실제로 CLI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루비만의 방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쌓는다.

이 책이 독자와 루비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좋은 친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람

이다.

저자 일동

  ■ 대상 독자

•� 다른�프로그래밍�언어를�다루어�본�적이�있으면서�루비를�시작하려고�하는�사람

•� 과거에�루비를�다룬�적이�있지만,�한동안�사용하지�않아서�최신�루비를�다시�배우고�싶은�사람

•� 루비를�사용하고는�있지만�다양한�라이브러리�사용법을�확실히�익히고�싶은�사람

•� ‘Ruby�-�A�Programmer’s�Best�Friend(루비는�프로그래머의�좋은�친구)’라는�문구에�공감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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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스가와라 마사노리(すがわらまさのり) _1장, 11장, 15장, 16장 집필
1982년생이며 대학 졸업 후 주로 BtoB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담하는 시스템 통합 담당자로 근

무했다. 개발 관련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의 회사로 전직해서 BtoC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루비로 데몬을 작성하거나 루비 온 레일스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

다. GitHub나 트위터에서는 sugamasao라는 계정으로 활동 중이다.

● 집필 후기

처음 루비를 접한 것은 《10분 만에 레일스 애플리케이션 만들기》와 같은 책이 나오기 전으로, 

일 때문에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바에서 루비 개발자로 전향해야 했다. 처

음에는 기묘하다고 느껴졌던 obj.nil? 같은 구문도 루비 세계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매우 자연스

러운 방식이라고 느끼는 중이다. 루비를 접하고 나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몇 가지 업무를 진

행했었다. 하지만 엑셀 데이터를 XML로 변환하거나 테스트 데이터를 작성하는 등, 자잘한 작업

도 루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나의 도구 상자 안에 항상 루비가 자리 잡게 되었다. 여

러분에게도 루비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

테라다 겐타로(寺田玄太郎) _2장, 3장, 4장, 5장, 11장 집필
1985년생이며 2006년부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2008년에 루비를 접하고 난 후 이를 사용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싶어 2010년에 주식회사 에이와매니지먼트로 전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이다. 2013년에 테이쿄(帝京) 대학 이공학부 정보과학과에 입학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식 언어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좋아하는 모듈은 Comparable이다. GitHub 계정은 

hibariya다.

● 집필 후기

이 책은 공동 저자들과 편집자, 루비 커뮤니티의 달인들, 그리고 집안일도 못 거들어 주는데 항

상 너그러이 이해해 주었던 아내 메구미가 있었기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 책을 다 읽을 때

쯤에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그것을 RubyGems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며, 루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자체가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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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자신이 만들고 싶고 유익한 프로그램

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본인이 생각해 낸 것이 인터넷에 없다면 직접 만들면 된다. 작은 프로그

램이 눈앞에서 동작하는 것을 본 다음에는 멋있는 이름을 붙이고 사용 방식이나 설계를 조금씩 

개선해 보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인터넷이나 친한 친구에게 공개

해 보도록 하자.

미무라 미츠타카(三村益隆) _6장, 7장, 8장, 9장, 11장(Fiber) 집필
주식회사 에이와시스템매니지먼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루비 프로그래머로, Asakusa.rb 소속이다. 

대학생 때 우연히 루비를 접했고, 사회생활 초기에는 리눅스 장치 드라이브 프로젝트에 참여했지

만, 지금은 주로 루비를 다루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으로는 Asakusa.rb 및 도쿄 Rails 스터디를 

운영 중이며, 〈RubyistMagazine〉이라는 잡지의 편집도 맡고 있다. GitHub에서는 takkanm이라

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잘한 라이브러리 버그 등을 발견해 내어 수정하고 있다.

● 집필 후기

루비를 처음 접한 후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당시에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면 펄(Perl)이 대부분

이었으며, 주변에 루비에 대해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처음 루비를 접했을 때는 내가 책을 쓰

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책을 쓰던 중에 언제 출시될지 기약이 없었던 루비 

2.0이 나오고, 임베디드 루비인 mruby도 등장하는 등 루비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 책

을 읽고 나서 루비의 진화를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콘도 우치오(近藤宇智朗) _11장 집필
1984년생 아이치 현 출신이며, 활동 ID는 udzura다. 업무 시스템 → EC 사이트 → 온라인 게

임순으로 경력을 쌓은 잡식 프로그래머로, 루비 관련 이력은 이것저것 더하면 5년 정도다. 2013

년 현재 기술평론사의 〈WEB+DB PRESS〉라는 잡지에서 ‘함께 앞서가는 루비’라는 연재물을 게

재 중인데, 이 연재 기사도 꼭 읽어 주기 바란다. 관심 분야는 gem을 포함해서 rack, Sinatra, 

padrino다.

● 집필 후기

이 책의 전체 분량에 비하면 정말 적은 분량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루비는 언어 자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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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웹 개발 관련) 자체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루비에 매료돼

서 모여드는 사람들 모두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루비는 재미있고 현대적인 문법은 물론, 편리한 

라이브러리, 활발한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로 구성된 루비 생태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서 내일도 분명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베껴 쓰기’해 보도록 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 루비스트 그룹에 들어온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하시다테 토모히로(橋立友宏) _12장, 13장, 14장 집필
1984년생으로, 고베 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SI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 Yohohama.rb와의 만

남을 통해 루비 커뮤니티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을 직접 만

들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 이직을 선택했다. 현재는 레일스를 이용한 수주 개발을 생업으로 삼으

며, 관동 지역 루비 커뮤니티 외에 TDD나 애자일 개발 스터디 등에 자주 참석하고 있다. 트위터

나 GitHub에서는 joker1007이라는 ID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아사쿠사에 거주 중이다.

● 집필 후기

학창시절 취미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즈음에 친구로부터 루비라는 언어를 소개받았다. 현재 저

자가 프로그래머로서 일하고 있는 것도 이때 루비와 만난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루비는 

즐겁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점은 언어가 가진 기능뿐 아니라 함께 

제공되는 외부 툴에서도 느낄 수 있다. 루비를 배우면서 프로그래밍의 즐거움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프로그래밍이나 시스템 개발 관련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다. 한 명의 프로그래

머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루비가 알려 준 즐거움 덕분이다.

세키구치 료이치(関口亮一) _12장, 13장, 14장 집필
1982년생으로 활동 ID는 ryopeki다. 대학 졸업 후 두 번의 이직을 거쳐 2011년에 주식회사 

DNA에 입사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펄 전문가들과 함께 펄 코드를 짜고 있다. 펄을 통해 루비를 

깨우치고 루비를 통해 펄을 깨우치게 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루비를 사용해서 일상 업무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것이 큰 즐거움이다.



xxvii저자�소개

● 집필 후기

우리가 생각하는 루비의 가장 큰 장점은 루비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로, 루비를 통해 축적된 

구조나 방법론은 다른 언어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루비에 매료되었다면, 

반드시 개념적인 부분까지 파고들도록 하자. 루비를 지탱하는 개념이나 성과물은 루비라는 틀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끝까지 책을 쓰는 것은 매우 힘들었지만, 한

편으로는 즐거운 작업이기도 했다. 집필 기회를 준 공동 저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집필 시에 

항상 옆에서 도움을 주었던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고

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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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성준(RORLAB(루비 온 레일스 코리아 스터디 그룹))
루비는 메타 프로그래밍으로 언어를 확장하며 환상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루비

의 바이블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읽고, 깊이가 있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차근히 읽어 보시면 좋

겠습니다. 레일스를 사용하면서 루비를 파고들고 싶어질 때 이 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에는 그동안 프로그래밍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머리가 유연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김용욱(GDG Korea Android)
저는 주변에 해당 기술을 다루는 개발자가 있어야 그것을 시도해 보는 면이 있는데, 루비의 경우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깊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저를 

단번에 매혹하는 데 성공했네요. 이 책은 기초와 함께 응용을 다룹니다. 시나트라 마이크로프레

임워크를 통해 웹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은 제게도, 읽는 독자에게도 실용적이며 흥미

로운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크와 댄서의 아버지인 

시나트라를 직접 봐서 좋았습니다.

  김정택(포항공과대학교)

루비에 대해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객체와 모듈의 사용부터 기본 탑재 라이브러리, 

내장 툴 등에 대해 꼼꼼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한 루비 코드는 간단한 프로

그램이 전부였는데, 루비라는 언어의 전반적인 사양과 기능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책이었

습니다. 특히,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루비를 웹 개발에 사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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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영(다음 카카오(주))

자바(Java) 개발만 하다 처음으로 루비 온 레일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레일

스가 DSL이어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

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간결한 예제로 루비의 핵심을 쉽게 설명합니다. 또한, 카피스트

라노(Capistrano)를 비롯한 유용한 툴 소개와 커맨드 툴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웹 서

비스로 리팩토링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은, 다른 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책만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심태원(주식회사 게임온)

항상 한국어로 된 루비 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랜만에 추천할 만한 책이 나와서 무척 

기쁩니다. 이 책은 이론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라이브러리의 사용법

도 다루고 있어 레일스를 사용하지만 루비를 좀 더 알고 싶으신 분, 다른 언어를 하고 있지만 루

비 커뮤니티의 문화가 궁금하신 분이 읽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환

언어 전반에 걸친 특징과 예시를 통해 설명하는 레퍼런스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곁에 두고 언어

적 특징을 활용한 기능의 구현과 활용, 헷갈리는 문법적 요소를 점검해 가며 프로그래밍 중간중

간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상적인 개념들은 간략히 설명하고 있어 입문자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초적인 훈련을 마쳤거나 루비 전향 프로그래머에게 추천하고 싶습

니다.

  조우진(티켓몬스터)

루비에 관심이 있어 이 책을 펼쳤다면, 아마 십중팔구 레일스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저 역시 레일스를 통해서 루비라는 언어를 알게 되었고, 레일스를 좀 더 제대로 다루고 싶

은 마음에 루비라는 언어를 한번 공부해 보자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다른 프로그

래밍 언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루비 언어가 지원하는 재미있는 메서드와 Syntax를 하

나씩 부담 없이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매우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xxx 퍼펙트�루비

  황학범(FavoriteMedium)
루비 관련 책은 많지만 이렇게 넓은 범위를 다루는 책은 이제껏 볼 수가 없었습니다. 700쪽가량

의 방대한 분량에, 1.8부터 2.0까지 대응하며, 루비의 구조부터 실제 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비의 문법을 배우려는 사람이나 새로 시작하려는 사

람에게는 루비의 특성을 가볍게 알려줄 수 있고, 루비를 진지하게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꼭 읽

어 봐야 할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P A R T

프로그래밍 언어인 루비를 사용하면, 매우 유연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프

로그래밍을 손쉽게 하기 위해 설계된 언어로, 무엇보다 ‘즐겁게’ 프로그래밍하

는 것을 중시한다.

루비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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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루비에 대해

이 절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루비에 대해 설명하겠다.

1-1-1  루비란?

루비는 스크립트 언어나 동적 프로그래밍 언어로 분류되며, 간단한 문법과 동적형(Dynamic 

type) 결정 구조를 가진 객체지향 언어다. 또한, 로컬 장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처리

부터 서버까지 폭넓게 사용된다.

루비 코드 예제를 살펴보자. 다음은 클래스 기반 프로그램(리스트 1.1)과 절차형 프로그램(리스트 

1.2)의 예다.

리스트 1.1 클래스 기반의 Hello, World! 출력 예

class Sample
  def say
    puts ‘Hello, world!’
  end
end

sample = Sample.new
sample.say             # Hello, world! 출력

리스트 1.2 절차형의 Hello, world! 출력 예

puts ‘Hello, world!’   # Hello, world! 출력

이와 같이 루비에서는 같은 처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루비는 창시자이기도 한 마츠모토 유키히로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다. 현

재는 웹 프로그래밍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간단한 문법을 가지고 

있어서 손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객체지향 스크립트 언어다.

루비 개요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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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모든 것이 객체

앞에서 언급했지만, 루비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특별한 점은 기본형이 존재하지 않고 모

든 것이 객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과 같은 숫자나 true/false와 같은 진릿값도 객체다. 

리스트 1.3을 살펴보자. to_s 메소드는 호출 객체의 문자열을 반환하는 메소드다. 이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치나 true와 같이 기본형처럼 보이는 값도 루비 세계에서는 객체이기 때문에 메소드

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트 1.3 수치나 true 자체도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p 1.to_s               # “1”을 출력

p true.to_s            # "true"를 출력

리스트 1.4에서는 몇 가지 객체에 대해 객체 클래스와 클래스의 상속(相續) 관계를 출력하고 있

다. ‘‘hello’.class’처럼 class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해당 객체의 클래스를 표시한다. 그리고 

‘String.ancestors’처럼 ancestors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부분은 호출한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리스트 1.4 객체 클래스의 상속 리스트

p ‘hello’.class        # String 출력

p String.ancestors     # [String, Comparable, Object, Kernel, BasicObject] 

출력

p 10.class             # Fixnum 출력

p Fixnum.ancestors     # [Fixnum, Integer, Numeric, Comparable, Object, 
Kernel, BasicObject] 출력

p true.class           # TrueClass 출력

p TrueClass.ancestors  # [TrueClass, Object, Kernel, BasicObject] 출력

p nil.class            # NilClass 출력

p NilClass.ancestors   # [NilClass, Object, Kernel, BasicObject] 출력

이처럼 문자열이나 수치뿐만 아니라, true/false나 nil 같은 객체주1에도 클래스가 존재해서 

Object 클래스(Object 클래스 자체도 부모 클래스가 존재한다.)의 자식 관계로 구성된다.

주1� 이는�유사�변수라고도�한다.�‘2-12-1�유사�변수’에서�자세히�다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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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루비 버전과 역사

마츠모토 유키히로 씨(일명 Matz)가 1995년에 fj라는 뉴스 그룹에서 루비를 발표한 것이 최초 버

전이었다. 그리고 1996년 12월에 루비 1.0이 출시됐다. 이후 버전 업데이트를 계속하여 현재 루

비 2.0.0까지 진행된 상태다*.

안정화 버전으로 출시된 1.9~2.0 버전과 1.8 버전의 큰 변경 사항은 다국어 지원에 따른 문자 코

드 처리가 변경됐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루비 패키지 관리 시스템인 RubyGems(루비젬스)나 루

비로 구현된 루비판 Make라 할 수 있는 Rake 같은 툴도 기본 탑재되어 있다.

2011년 3월 22에는 IPA**에 설치된 루비 표준화 검토 그룹에 의해 루비가 JIS*** 규격인 JIS X 

3017로 제정되었다. 일본에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JIS 규격으로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또

한, 2012년 4월 2일에는 ISO/IEC의 프로그래밍 언어 규격 분야에서도 인증을 받아 국제 규격으

로 채택됐다.

루비의 업데이트 기록을 표1.1에 정리했다.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루비 1.8 버전대가 꽤 

오랫동안 메인 버전으로 이용됐으나, 현재는 2.0.0까지 출시되어 있는 상태다.

표 1.1 루비 업데이트 기록****

날짜 버전

1995/12/21 루비�0.95(fj에서�공개된�최초�버전)

1996/12/25 루비�1.0

1998/12/25 루비�1.2

1999/08/13 루비�1.4

2000/09/19 루비�1.6

2003/08/04 루비�1.8.0

2003/12/25 루비�1.8.1

2004/12/25 루비�1.8.2

2005/09/21 루비�1.8.3

2005/12/24 루비�1.8.4

*역주�2015년�3월�9일�현재는�2.2.1이다

**역주�일본의�정보처리추진�기구

***역주�일본�공업�표준화

****역주�루비�2.1.0과�2.1.3을�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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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버전

2006/08/25 루비�1.8.5

2007/03/13 루비�1.8.6

2007/12/26 루비�1.9.0

2008/06/01 루비�1.8.7

2009/01/31 루비�1.9.1

2010/08/18 루비�1.9.2

2011/12/7 루비�1.9.3

2013/02/24 루비�2.0.0

2013/12/25 루비�2.1.0

2014/09/19 루비�2.1.3

1-2 이 책을 읽는 법

1-2-1  이 책의 개요

이 책에 기재되어 있는 코드는 주로 루비 1.9 버전대와 2.0.0주2 버전대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

며, 또한 루비 2.0.0에서 도입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새로운 기능은 루비 2.0.0

에서 동작이 보장되지만, 하위 버전에서는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1-2-2  이 책의 구성

이 책에서는 파트(Part)라는 단위로 주제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파트별 내용을 표 1.2에 정

리했다.

표 1.2 이 책의 구성

파트 파트명 내용

파트�1 루비�개요 루비의�특징과�역사,�설치�순서�등을�설명

파트�2 언어�사양 루비�언어�사양과�내장�라이브러리에�대해�설명

파트�3 메타�프로그래밍 루비�리플렉션(reflection)과�객체�사용법

주2� 1.9.3과�2.0.0은�서로�호환성이�유지되고�있다고�발표됐다.

표 1.1 루비 업데이트 기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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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파트명 내용

파트�4 기본�탑재�라이브러리 루비에�기본�탑재되어�있어�자주�사용되는�라이브러리와�툴�사용법

파트�5 실전�프로그래밍 gem�패키지�작성�방법과�자주�사용되는�gem에�대해�설명하고,�실제로�샘플�코

드를�작성해�보면서�루비�코드�작성법을�익힌다

1-2-3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

예제 코드 중에 출력 값이나 반환 값이 있는 경우, 그것을 한 줄 주석으로 작성한다. ‘#’ 기호 뒷

부분이 그 줄의 주석이다.

puts ‘Hello, world!’        # “Hello, world!”를 출력

1 + 1          # => 2

‘“XXX”를 출력’ 같은 표기는 해당 줄이 실행됐을 때 출력되는 값을 의미하며, ‘=>’로 시작하는 

주석은 반환 값을 의미한다. 반환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irb 등의 REPL을 이용하면 편리하

다. 클래스나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표시할 때는 본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Array#each

•�Thread.fork

•�Math.#sqrt

이와 같은 표기 방법은 루비의 문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설명을 위한 표기 방법이다. 메소드 종

류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Array#each는 Array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 each, 

Thread.fork는 Thread 클래스의 클래스 메소드 fork, Math.#sqrt는 Math 모듈의 모듈 함수 

sqrt를 표현하고 있다.

1-3 루비 자료 활용법

루비 공식 문서나 자료 검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하겠다.

1-3-1  루비 공식 문서

루비 공식 문서 링크는 루비 공식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다.

표 1.2 이 책의 구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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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www.ruby-lang.org/ko/documentation/

루비 버전에 따라 참조 매뉴얼의 URL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루비 1.9.3은 다음과 같은 URL을 

사용한다.

URL  http://docs.ruby-lang.org/en/1.9.3/

왼쪽 상단의 검색창을 사용하면 버전에 상관없이 전체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루비 소스 코드에는 RDoc주3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문서도 존재한다. 소스 코드로부터 

생성된 문서는 다음 링크에 정리되어 있다.

URL  http://ruby-doc.org

1-4 루비 컴파일러 설치 방법

시스템 환경별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1-4-1  윈도우즈

루비의 윈도우즈(Windows)용 바이너리 설치 파일을 배포 중인데, 다음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그림 1.1).

URL  http://rubyinstaller.org/

설치는 exe 파일을 실행한 후 설치마법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다. 설치

마법사 진행 중에 루비를 PATH에 추가할지 묻는 부분이 있는데, 번거로움을 피하려거든* PATH

를 추가하자. ‘Add Ruby executables to your PATH’ 항목에 체크만 하면 된다(그림 1.2).

PATH 추가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PATH가 지정된 상태에서 cmd.exe를 실행하는 바로가기 아

이콘(루비의 커맨드라인 화면 실행)이나 irb 명령어가 가동된 상태에서 cmd.exe를 실행하는 바로

가기 아이콘(대화형 루비(irb))도 함께 설치된다(그림 1.3).

주3  상세한 내용은 ‘12-2 RDoc’을 참조하기 바란다.

*역주 커맨드라인 프롬프트에서 한글이 입력되지 않는 경우, chcp 949를 입력해서 문자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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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에서는 라이브러리 관리를 위해서 RubyGems라는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주4. 그리고 

RubyGems를 통해 설치되도록 패키징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gem 패키지라고 한다.

이 RubyGems를 이용해서 gem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빌드가 필요한 것도 있다. RubyInstaller

를 이용해서 루비를 설치했다면, 같은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는 ‘Development Kit’를 사용해서 

컴파일 환경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림 1.4처럼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는 ‘Development Kit’

를 다운로드한 후 exe 파일을 실행한다.

주4� RubyGems에�대해선�파트�4에서�설명한다.

그림 1.2 루비를 PATH에 추가하기 위한 옵션 선택 화면

그림 1.1 윈도우즈용 루비 설치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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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면 압축을 풀 폴더를 묻는데, 임의 폴더주5를 지정해서 압축을 푼다. 그리고 윈도우즈 시작 메

뉴에서 왼쪽 아래 입력 창에 ‘cmd’를 입력해서 커맨드라인 툴을 실행한 후, cd 등의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 폴더로 이동한다. 설치를 완료하려면 ruby 명령을 사용해서 dk.rb를 실행해 주어야 한다. 먼저 

inti 인수를 사용해서 초기화 설정을 하고, install 인수를 사용해서 Development Kit를 설치한다.

주5� 저자는�루비를�C:\Ruby193에�설치했기�때문에�이에�맞추어�디렉터리�위치도�C:\RubyDevKit로�했다.

그림 1.3 루비나 관련 툴 실행을 위한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됨

그림 1.4 Development Kit 다운로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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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byDevKit>ruby dk.rb init
[INFO] found RubyInstaller v1.9.3 at C:/Ruby193

Initialization complete! Please review and modify the auto-generated
'config.yml' file to ensure it contains the root directories to all
of the installed Rubies you want enhanced by the DevKit.

C:\RubyDevKit>ruby dk.rb install
[INFO] Updating convenience notice gem override for 'C:/Ruby193'
[INFO] Installing 'C:/Ruby193/lib/ruby/site_ruby/devkit.rb'

1-4-2  리눅스/맥

이용하고 있는 OS의 패키지 관리 시스템(Yum이나 Homebrew(홈브류)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

다. 하지만 최신 버전이나 최신 배치(batch)의 루비를 사용하고 싶어도 패키지 제공 시점이 맞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사용하든가 RVM주6이나 

rbenv주7 같은 툴을 이용하면 된다.

여기서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소스를 취득하자. 여기

서는 맥 OS X Mountain Lion에서의 작업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 리눅스(Linux)나 FreeBSD 

환경 사용자는 각 환경에 맞게 적용하자*.

다음은 루비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정화 버전 링크다.

URL �https://www.ruby-lang.org/ko/downloads/

참고로, 맥(Mac)의 경우는 컴파일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는 Xcode 

설치나 Xcode로부터 설치할 수 있는 커맨드라인 툴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집필 시점의 최신 버전인 Ruby 1.9.3-p374를 사용한다**. 예에서는 curl 명령을 사용해

서 다운로드하지만, FTP나 브라우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 curl -O ftp://ftp.ruby-lang.org/pub/ruby/1.9/ruby-1.9.3-p374.tar.gz

주6� https://rvm.io

주7� https://github.com/sstephenson/rbenv

*역주�맥�OS�X�Yosemite�버전에는�루비�2.0이�기본으로�설치돼�있다.

**역주�이�책�번역�시점에�루비�2.19를�이용해서�모든�코드를�테스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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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코드 tar.gz를 다운로드했으면 압축을 풀고 configure나 make를 실행한다. 물론, 압축 해

제가 가능하다면 tar.gz이외의 압축 방식을 사용해도 문제없다.

특정 디렉터리에 설치하고 싶으면 configure 시 옵션으로 --prefix를 사용해서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설치 디렉터리를 변경하거나 /usr/local/bin에 PATH가 먹히지 않는 경우는 .bash_

profile이나 .bashrc 등의 설정 파일에 PATH를 추가하면 ruby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 다운로드한 소스의 압축을 풀어서 해당 디렉터리에서 컴파일 실행

% tar zxf ruby-1.9.3-p374.tar.gz
% cd ruby-1.9.3-p374/
% ./configure - -prefix=$HOME/work/ruby-1.9.3-p374
% make
% make install # 필요에 따라 sudo를 붙인다

기본 설정에서는 /usr/local/bin에 루비가 설치되기 때문에 권한에 따라서는 sudo를 붙여서 

make install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libreadline이나 libyaml 등의 라이브러리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configure 시에 라

이브러리 경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sr/local/lib에 각종 라이브러리가 들어 있는 

경우, --with-opt-dir로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configure - -prefix=$HOME/work/ruby-1.9.3-p374 - -with-opt-dir=/usr/local

루비를 설치하면 ruby 명령어 외에 irb라는 명령어도 설치된다. 환경에 따라서는 irb에 한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Readline 라이브러리가 설치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리눅스나 FreeBSD 환경이라면 apt-get이나 Yum 등의 툴을 이용해서 Readline 라이브러리를 설

치하고(apt-get install libreadline6-dev 등), 맥이라면 Homebrew 등을 이용하면 된다. 참고로, 

Readline 라이브러리 등을 설치한 후에는 루비의 configure를 다시 실행할 필요가 있다.

1-5 루비를 사용해 보자

설치를 무사히 마쳤다면 곧바로 루비를 실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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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ruby 명령 사용

우선, 루비 버전을 확인해 보자. 다음은 저자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ruby 명령으로 확인

하는 예다.

% ruby -v
ruby 1.9.3p374 (2013-01-15 revision 38858) [x86_64-darwin11.4.2]

-(또는 --version) 옵션을 사용하면 루비 버전이나 배치(batch) 레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옵션을 확인하려면 -h(또는 --help)를 입력하면 된다.

% ruby - -help
Usage: ruby [switches] [- -] [programfile] [arguments]
  -0[octal]       specify record separator (\0, if no argument)
  -a              autosplit mode with -n or -p (splits $_ into $F)
  -c              check syntax only
  -Cdirectory     cd to directory, before executing your script
  -d              set debugging flags (set $DEBUG to true)
  -e 'command'    one line of script. Several -e’s allowed. Omit  
[programfile]
  -Eex[:in]       specify the default external and internal character   
encodings
  -Fpattern       split() pattern for autosplit (-a)
  -i[extension]   edit ARGV files in place (make backup if extension   
supplied)
  -Idirectory     specify $LOAD_PATH directory (may be used more than once)
  -l              enable line ending processing
  -n              assume 'while gets(); ... end' loop around your script
  -p              assume loop like -n but print line also like sed
  -rlibrary       require the library, before executing your script
  -s              enable some switch parsing for switches after script name
  -S              look for the script using PATH environment variable
  -T[level=1]     turn on tainting checks
  -v              print version number, then turn on verbose mode
  -w              turn warnings on for your script
  -W[level=2]     set warning level; 0=silence, 1=medium, 2=verbose
  -x[directory]   strip off text before #!ruby line and perhaps cd to   
directory
  - -copyright     print the copyright
  - -version       print the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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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ruby 명령을 사용해서 루비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자. 리스트 1.5를 hello.rb라는 이름으

로 저장한다.

리스트 1.5 hello.rb

puts ‘Hello, world!’

ruby 명령을 사용해서 hello.rb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ruby hello.rb
Hello, world!

이와 같이 루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파일명을 인수로 지정한다. 다른 실행 방법으로는 -e 

옵션을 이용해서 코드를 인수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 ruby -e 'puts “Hello, world!”'

Hello, world!

1-5-2  루비와 문자 코드

루비 1.9 이후 문자 코드 처리 구조가 크게 변경됐다. 1.9부터는 문자열(String) 자체에 인코드 정

보가 저장돼 있어서 문자 코드가 다른 문자열을 연결하면 예외 처리된다. 문자 코드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5-2 String’에서 설명하겠다.

루비 1.9에서 가장 처음 직면하는 것이 이 문자 코드 문제로, 멀티바이트를 포함하는 스크립트

를 작성할 때 특별히 문자 코드를 명시하지 않으면 US-ASCII로 인식된다. 참고로 루비 2.0.0의 

초기 설정에서는 UTF-8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UTF-8을 이용하고 있는 한 문자 코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리스트 1.6 ‘안녕하세요’라고 표시하는 스크립트

puts ‘안녕하세요'

리스트 1.6을 hello_ko.rb로 저장한다. 다음은 이런 간단한 스크립트(UTF-8로 저장)를 ruby 명

령으로 실행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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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by hello_ko.rb
hello_ko.rb:1: invalid multibyte char (US-ASCII)
hello_ko.rb:1: invalid multibyte char (US-ASCII)

출력하려고 하는 문자열이 US-ASCII라고 인식하나, US-ASCII가 아닌 다른 문자 코드가 있

어서 예외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자 코드를 명시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UTF-8로 저장하고 있으므로 스크립트가 UTF-8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매직 코

멘트를 사용한다.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의 가장 첫 줄에 주석으로 기술해 주면 된다(리스트 1.7).

리스트 1.7 매직 코멘트를 작성한 예

# encoding: utf-8
puts ‘안녕하세요'

리스트 1.7의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안녕하세요’라고 제대로 출력된다. 이와 같이 멀티바이트 

문자열을 다룰 때는 매직 코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루비 2.0.0에서는 

UTF-8을 처리할 때 주석을 생략해도 되지만, 다른 문자 코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나 US-

ASCII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매직 코멘트를 사용하면 된다.

매직 코멘트는 작성법도 다양한데, 프로젝트나 개인에게 맞는 것을 쓰면 된다. 이 매직 코멘트에 

대해서는 ‘2-1-6 멀티바이트를 포함하는 코드’를 참조하기 바란다.

1-5-3  irb를 사용해 보자

루비를 설치하면 REPL이라는 대화 형식으로 루비 동작 확인이 가능한 irb 명령어도 설치된다. 

이 irb를 사용하면 구문이나 메소드 동작 등을 손쉽게 조사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툴 중 

하나다.

irb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2-1 irb’를 참조하도록 한다. 그럼 이제 irb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자.*

*역주��2.0.0�이후의�버전에서는�‘DL�is�deprecated,�please�use�Fiddle’이라는�메시지가�출력될�수�있다.�실행에는�문제가�없으니�그대

로�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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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1.9.3p374 :001 >

이와 같이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실행된다. 그러면 리스트 1.2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보자. puts는 인수 값을 출력하는 메소드다.

1.9.3p374 :001 > puts 'Hello, world!'

Hello, world!
 => nil

실행문 다음 줄에 문자열이 출력되고, 그 다음 줄에 =>로 반환 값을 표시한다(puts는 반환 값으

로 nil을 반환한다). 또한, 이런 간단한 코드뿐만 아니라 여러 줄에 걸쳐서 작성된 제어 구문이나 

클래스 정의 등도 실행할 수 있다. 리스트 1.1에서 작성한 클래스 기반 코드를 입력해 보자**.

irb(main):001:0> class Sample
irb(main):002:1> def say
irb(main):003:2> puts 'Hello, world!'

irb(main):004:2> end
irb(main):005:1> end
=> nil
irb(main):006:0> sample = Sample.new
=> #<Sample:0x007f95590ec1a8>
irb(main):007:0> sample.say
Hello, world!
=> nil
irb(main):008:0> quit

한 줄씩 실행된다고 하지만, 위 예와 같이 001행부터 005행까지의 입력이 모두 저장된다. 또한 

Sample이라는 클래스가 정의되고, 이 클래스가 객체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rb를 종료하고 싶으면 quit나 exit를 입력하거나 Ctrl+d와 같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된다.

**역주�루비는�대소문자를�구분한다.�아래의�코드에서�클래스명인�Sample의�‘S’를�소문자로�쓰지�않도록�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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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코딩 스타일

이 책에서는 대략적인 코딩 스타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코딩 스타일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자료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GitHub가 제공하는 자료가 있다(책에서는 이 기준을 100% 따르

고 있지는 않다). 다음은 한글로 정리된 코딩 스타일이다.

URL �https://github.com/dalzony/ruby-style-guide/blob/master/README-koKR.md

1-6-1  클래스/모듈명

클래스나 모듈의 명칭은 대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여러 단어로 클래스명이나 모듈명을 구성할 

때는 카멜 케이스(Camel Case)*�사용을 추천한다. 루비 문법에서는 클래스 및 모듈에 사용하는 

명칭은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class SampleClass
end

module SampleModule
end

클래스와 모듈에 대해서는 ‘2-5 클래스’, ‘2-6 모듈’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1-6-2  메소드명

루비에서는 메소드명을 영문 소문자 및 구분자 ‘ _ ’를 이용해서 스네이크 케이스(Snake Case)**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다.

def sample_method
end

*역주��카멜�케이스를�낙타�표기법이라고도�하는데,�낙타�등이�들쑥날쑥한�것처럼�각�단어의�첫�글자만�대문자로�표기하는�방법이기�때

문이다.

**역주��스네이크�케이스는�여러�단어로�이루어진�경우�단어�사이를�구분자로�나누는�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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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진릿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의 명칭

다른 언어에서는 is_xxx처럼 표현되는 진릿값 반환 메소드를 메소드명 뒤에 물음표(?)를 붙여서 

기술하는데, 이를 통해 객체 상태를 묻는 메소드 호출이 자연스러워진다. 자주 사용되는 예로, 

객체가 nil인지 조사하는 Object#nil?이라는 메소드가 있다.

def happy?
  true
end

1-6-4  변수명

루비에는 인스턴스 변수나 지역 변수처럼 여러 종류의 변수가 있지만, 메소드명과 동일하게 영문 

소문자를 ‘ _ ’로 구분한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ample_variable = ‘sample’

1-6-5  코드 블록 방침

루비에서는 do … end와 {…} 형식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코드 블록을 표현한다. 일반적으

로 여러 줄에 걸쳐 기술할 때는 do … end를, 한 줄에 모두 작성할 때는 {…}을 사용한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와 do … end에서 처리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구별해

서 사용해야 한다. 두 가지 구문의 차이점은 ‘3-5-8 블록’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 여러 줄에 걸쳐 기술하는 경우

1.upto(2) do |n|
  puts n
end

# 한 줄로 기술하는 경우

1.upto(2) {|n| puts n}



18 PART 1 루비�개요

1-7 여러 종류의 루비

루비는 개발 언어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원 루비와 파생 루비를 구별하기 위해 마츠모토가 

만든 루비를 MRI(Matz’ Ruby Implementation)나 CRuby(주로 C 언어로 개발됨)라 부른다.

MRI 외에도 자바로 개발된 JRuby, Objective-C 런타임상에서 동작하는 MacRuby, 루비로 개

발된 Rubinius, 임베디드용 경량판 루비인 mruby 등이 있다. 이 책에서는 JRuby와 MacRuby

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종류별 설치 방법이나 참고 자료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

도록 하자.

1-7-1  루비 종류

표 1.3에 주요 루비 목록(알파펫순)을 정리했으니 관심 있는 버전이 있다면 사용해 보기 바란다.

표 1.3 주요 루비 종류(알파펫순)

이름 개요 URL

JRuby 자바로�개발된�루비로,�자바�라이브러리도�이용할�수�있음 http://jruby.org

MacRuby 맥의�코코아(Cocoa)�프레임워크�등을�바로�사용할�수�있도록�개

조한�루비

http://www.macruby.org

Rubinius 루비�자신을�이용해서�개발된�루비 http://rubini.us

mruby 마츠모토�주도로�개발이�진행되고�있는�임베디드용�경량판�루비 https://github.com/mruby/mruby

1-7-2  JRuby

자바로 개발된 루비 버전이다. JRuby 1.6.0부터는 Ruby 1.9.2와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

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메소드를 호

출할 때는 루비 형식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명명 규칙 등의 코드 통일성도 보장된다.

집필 시점의 최신 버전은 JRuby 1.9.2로, 이 버전은 Ruby 1.9.3과 호환된다. 어느 버전과 호환되

는지는 -v 옵션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 jruby -v
jruby 1.7.2 (1.9.3p327) 2013-01-04 302c706 on Java HotSpot(TM) 64-Bit Server 
VM 1.6.0_37-b06-434-11M3909 [darwin-x86_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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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Ruby 호환성 버전 변경
앞서 설명한 것처럼 Ruby 1.9 버전과 호환성을 가지고 동작하도록 초기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JRuby 1.7은 Ruby 1.9와 Ruby 1.8 둘 다와 호환성을 가진다. Ruby 1.8과 호환되도록 실행하려

면 --1.8을 옵션으로 지정하면 된다.

% jruby -v - -1.8
jruby 1.7.2 (ruby-1.8.7p370) 2013-01-04 302c706 on Java HotSpot(TM) 64-Bit 
Server VM 1.6.0_37-b06-434-11M3909 [darwin-x86_64]

  ■ 자바 패키지 호출

JRuby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자바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include Java를 선언하기

만 하면 자바가 가진 풍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리스트 1.8에서는 자바의 Swing 패키지를 

호출해서 GUI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있다. 실행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역주��언어�표시�문제로�윈도우즈용�화면을�첨부한다.

그림 1.5 JRuby로 GUI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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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1.8 JRuby에서 자바 패키지 호출

# encoding: utf-8
include Java

import javax.swing.JFrame
import javax.swing.JLabel
import javax.swing.JButton
import javax.swing.JOptionPane
import java.awt.FlowLayout

frame = JFrame.new(‘JRuby에서 Swing을 사용')
frame.set_size(300, 300)
frame.layout = FlowLayout.new

button = JButton.new('눌러 주세요')
button.add_action_listener do |e|
  JOptionPane.show_message_dialog(frame, 'Hello!', 'JRuby Sample Dialog', 
JOptionPane::INFORMATION_MESSAGE)
end

frame.add(JLabel.new('Enjoy JRuby!'))
frame.add(button)

frame.default_close_operation
frame.visible = true

리스트 1.8처럼 자바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수 있다. 또한 addActionListener 같은 메소드는 해

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호출할 수 있으며, setter/setter도 자바의 setLayout처럼 ‘layout = 값’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1-7-3  MacRuby

MacRuby는 맥의 기술 요소를 활용해서 개발된 루비로, Objective-C 런타임(Runtime)이나

libauto의 GC(가비지 콜렉션)를 사용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코아(Cocoa) 프레임워

크와 쉽게 연계할 수 있으므로, Xcode의 InterfaceBuilder를 사용해 맥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

이션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작성한 스크립트를 네이티브(Native) 애플리케이션으로 컴파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MacRuby가 흥미로운 것은 루비 세계에 코코아 세계를 들여 왔다는 것이다. MacRuby와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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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해 보면, String 클래스에 NSString 등의 코코아 프레임워크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MRI로 실행

% irb
1.9.3p374 :001 > String.ancestors
=> [String, Comparable, Object, Kernel, BasicObject]
1.9.3p374 :002 > exit

# MacRuby로 실행

% macirb
irb(main):001:0> String.ancestors
=> [String, NSMutableString, NSString, Comparable, NSObject, Kernel]
irb(main):002:0> exit

MacRuby 영문 자료로는 MacRuby 커미터인 왓슨(Watson)이 운영하고 있는 MacRuby DoJo라

는 사이트가 있다. Xcode에서 MacRuby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나 Xcode로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기 위한 튜토리얼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실제 MacRuby를 사용할 때 참조하도록 하자.

URL �http://watson1978.github.io/MacRuby-DoJo/index.en.html

  ■ Xcode로 MacRuby를 사용
MacRuby가 설치된 환경에서 Xcode 4를 실행하면 그림 1.6과 같이 MacRuby를 사용한 프로젝

트를 작성할 수 있다.

MacRuby를 사용해서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은 초기 설정에서 MacRuby 런타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런타임을 포함한 상태의 app 파일을 만들면, MacRuby가 설치돼 있지 않은 다른 

맥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이용하고 있는 MacRuby 버전은 집필 

시점의 최신 버전인 0.12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빌드를 그대로 실행하면 빈 창이 하나 뜰 것이나, 환경에 따라서는 ‘Mac 

Ruby/MacRuby.h file not found’라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MacRuby의 PATH가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프로젝트 PATH 설정에서 MacRuby.framework 경로(보통 /

Library/Frameworks에 있을 것이다.)를 추가하도록 하자.

PATH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하고 ‘Build Settings’ 탭을 클릭,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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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항목에서 ‘Framework Search Paths’라는 항목을 선택한다. 이 항목의 값을 더블클릭하

면 값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Library/Frameworks’를 추가한다.

그림 1.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패스가 제대로 설정되면 템플릿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그림 1.8처럼 Xcode에서 InterfaceBuilder를 사용해 

GUI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 방법도 Object-C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번 샘플에서는 배치한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바인드하기 위해 HelloButton이라는 클래스를 

준비했는데, 리스트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극히 적은 코드양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 Xcode에서 MacRuby 프로젝트를 사용하려면 ‘MacRuby Application’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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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MacRuby.framework에 PATH 추가

그림 1.8 MacRuby로 개발한 맥 애플리케이션



24 PART 1 루비�개요

리스트 1.9 클릭 이벤트를 받아서 경고 표시를 하는 코드

class HelloButton
  def clickButton(sender)
    alert = NSAlert.new
    alert.setMessageText(‘Hello MacRuby!’)
    alert.runModal
  end
end

많진 않지만 앱스토어에는 MacRuby를 사용해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도 등록되어 있으므로, 

맥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1-8 루비 커뮤니티와 관계자

이번 절에서는 루비 동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참고가 될 만한 곳을 소개하겠다.

1-8-1  메일링 리스트

루비를 주제로 하는 몇몇 메일링 리스트가 있다. 예를 들어, ruby-list에서는 루비와 관련된 전반

적인 질의나 라이브러리 출시 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다. 메일링 리스트 종류나 참가 방법에 대해

서는 아래 URL에 정리해 두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읽어 보도록 하자. 참고로, 과거 메일링 리스

트 기록도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어떤 정보들이 공유되었는지 알 수 있다.

URL �https://www.ruby-lang.org/en/community/mailing-lists/*

1-9 루비 개발에 대해 알기

루비를 사용하면서 버그를 발견한다거나, 새로운 기능 제안 또는 구현 예정인 기능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를 안내하

겠다.

*역주��루비�공식�사이트에서�한국�전용�커뮤니티가�제공되고�있다.�https://www.ruby-lang.org/ko/community/�이�커뮤니티에는�한

글뿐만�아니라�다양한�영어�자료나�커뮤니티도�함께�제공하고�있으니�참고하기�바란다.�그리고�루비스트를�위한�구글�그룹(한글)
도�운영되고�있으므로,�루비�한국�전용�커뮤니티와�함께�이용하도록�하자.�https://groups.google.com/forum/#!forum/rub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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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개발 브랜치

루비 개발에는 SVN 리포지토리(repository)가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커미터에 의해 개발이 진행 

중이다. 루비에서는 버전에 따라 개발 브랜치(branch)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 Trunk
trunk 브랜치는 최신 루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브랜치다. trunk는 현재 2.0 개발을 메인 브랜

치로 하고 있다.

  ■ ruby_1_9_3
루비 1.9.3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브랜치다. 루비 1.9.3의 유지관리는 재단법인 Ruby 

Association의 ‘루비 안정판 보수 계약 사업’에 의해 선정된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2012년 11월 현재).

  ■ ruby_2_2
루비 2.2의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브랜치다.

URL �https://github.com/ruby/ruby/tree/ruby_2_2

1-9-2  버그 보고

MRI는 버그 보고용 이슈 관리 시스템(Redmine)을 적용하고 있다. 이 이슈 관리 시스템에서는 

버그 보고나 새롭게 도입한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URL �https://bugs.ruby-lang.org/

이슈 관리 시스템은 MRI 버전이나 종류에 따라 등록 위치가 다르다(표 1.4).

표 1.4 이슈 관리 시스템 종류

프로젝트명 개요 URL

Ruby 버전에�의존하지�않는�버그�등록 https://bugs.ruby-lang.org/projects/ruby/issues

ruby-�trunk 루비의�최신�개발�관련�버그�등록 https://bugs.ruby-lang.org/projects/ruby-trunk

버그 보고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루비 버그 리포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루비 버그 보

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에 쓰여 있는 순서를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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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bugs.ruby-lang.org/projects/ruby/wiki/HowToReport

그 외에 루비 리포지토리나 Redmine용 링크 등, 개발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ruby-lang.org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URL �https://www.ruby-lang.org/ko/



P A R T

다채로운 구문과 클래스/모듈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간결하고 읽기 쉬

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내장 클래스/모듈에 대한 지식

은 루비를 익숙하게 다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루비 언어 규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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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ello, Ruby

2-1-1  메소드 정의

리스트 2.1의 코드를 파일로 저장하고 ruby 명령으로 실행하면 “HELLO, MRI”, “HELLO, 

JRUBY”, “HELLO, RUBINIUS”의 순서대로 출력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수 대입과 메소

드에 대해 배우도록 하자.

리스트 2.1 hello.rb

def hello(names)
  names.each do |name|
    puts “HELLO, #{name.upcase}”
  end
end

rubies = [‘MRI’, ‘jruby’, ‘rubinius’]

hello(rubies)   # 순서대로 "HELLO, MRI", "HELLO, JRUBY", "HELLO, RUBINIUS"를 출력

def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다. 메소드 정의는 def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음

과 같이 기술한다.

def 메소드명(인수…)…end

여기서 정의된 hello 메소드는 이 프로그램 마지막 줄에 있는 ‘hello(rubies)’에 의해 호출된다.

이 장에서는 루비의 기본 구문과 특성에 대해 소개하겠다. 또한, 다음 장부터 다루게 될 내용을 처음 루

비를 배우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을 정리한다.

루비 기초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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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es = ['MRI', 'jruby', 'rubinius']’는 변수에 대입하는 처리다. 변수 대입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변수명 = 식

변수 정의는 대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왼쪽 rubies는 지역 변수(local variable)라고 하는 변수다.

지역 변수 rubies에 대입하고 있는 값에 주목하자. [ ] 기호 안에 쉼표(,)로 요소를 구분해서 정

렬하고 있는 것은 ‘배열’이다. ‘MRI’처럼 작은따옴표로 감싼 요소는 문자열이다. 마지막 줄 

‘hello(rubies)’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hello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다. 직전에 정의한 변수 rubies를 

인수로 지정하고 있다.

hello 메소드 안을 살펴보자.

def hello(names)
  names.each do |name|
    puts “HELLO, #{name.upcase}”
  end
end

이 메소드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전달받은 인수(배열)의 각 요소를 순서대로 출력’하는 것이다. 

‘names.each…’ 줄은 for문 같은 것으로, 배열 요소를 반복 제어하고 있다. 그 다음 단에서 들여

쓰기하고 있는 부분이 반복 실행된다.

반복 실행되는 puts는 전달받은 값을 문자열로 출력하는 내장 메소드다. puts에는 큰따옴표(" ")

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지정한다. 문자열은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되나, 

차이점이 있다. 큰따옴표를 사용한 문자열에는 ‘#{…}’로 감싸는 루비 코드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result: #{2 + 2}"’는 ‘"result: 4"’라는 문자열이 된다. 이것을 ‘식 전개’라

고 한다.

예에서 식 전개 안에 있는 ‘name.upcase’는 메소드 호출이다. 변수 name에 대입된 문자열에 대

해 upcase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것이다. upcase 메소드는 문자열을 대문자로 만든다. 

메소드 호출 시 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 puts 메소드 호출은 hello 메소드 호출처럼 인수를 괄호

로 감싸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것을 ‘puts('hello')’처럼 기술해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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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메소드 호출과 블록

메소드 호출은 ‘name.space’처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술한다.

리시버(receiver).메소드명

예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names.each do |name|
  puts “HELLO, #{name.upcase}”
end

‘name.each…’ 줄은 for 문 같은 반복 명령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뒤의 do가 신경이 쓰이는데, 이 

each도 메소드 호출이다. 변수 names를 리시버로 해서 each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

는 것이다. 루비에서는 배열의 반복이나 루프(loop)를 표현할 때 for 같은 제어 구조보다 이런 메

소드 호출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한 단계 들여쓰기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반복 실행되는 처리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블록

(Block)이라 불리는 것으로, 메소드 호출 직후에 코드 블록을 다음과 같이 do와 end로 감싸서 

표현한다.

메소드명(실인수…) do |변수명|…end

블록은 처리를 하나의 단위로 묶은 것으로, 메소드 호출 시 한 번만 지정할 수 있는 인수의 일

종이다. 이런 메소드 호출을 ‘블록 메소드 호출’이라고 한다. 블록을 전달받은 메소드는 임의의 

시점에 블록을 실행할 수 있다. each 메소드는 배열의 요소 수만큼 블록을 실행한다.

블록 안에서 파이프 기호(|)로 감싸진 변수는 블록의 가인수*다. 블록이 실행될 때 인수를 전달받

을 수 있다. each 메소드에 지정한 블록은 배열 요소를 인수로 받는다. 블록은 반복 제어뿐 아니

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파일을 읽어서 출력하려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역주��이�책에서는�인수를�가인수(argument)와�실인수(parameter)로�나누어�기술하고�있다.�가인수는�함수�정의식에�사용하는�인수를�

가리키며,�실인수는�함수를�호출할�때�실제�사용하는�인수를�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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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open ‘README.md’ do |file|
  puts file.read
end

이 코드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일을�연다

•�파일�내용을�읽어서�출력한다

•�파일을�닫는다

File.open은 블록을 실행한 후에 파일을 자동으로 닫기 때문에 파일 닫기를 잊어버릴 염려가 없

다. 파일 외에도 잠금 관련 처리나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처리 등 각종 처리를 추상화하는 용도

로 활용된다.

블록은 다음과 같이 ‘{}’로 감싸서 표현할 수도 있다.

names.each {|name|
  puts “HELLO, #{name.upcase}”
}

‘{}’를 사용한 기법과 do…end를 사용한 기법은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난다. 자세한 내용은 ‘3-

5-8 블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2-1-3  톱 레벨

hello 메소드는 ‘hello(rubies)’처럼 리시버 없이 호출하고 있다. 메소드라기보다는 서브 루틴을 호

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hello 메소드가 정의된 위치와 관련이 있다.

‘2-5-1 클래스 정의’와 ‘2-6-1 모듈 정의’에서 설명하는 정의식 외에는 ‘톱 레벨’이라고 부른다. 

톱 레벨로 정의된 메소드는 전역 서브 루틴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메소드�호출�시�리시버를�기술하지�않는다

•�함수처럼�어디서든(전역)�호출할�수�있다(극히�일부는�제외)

리시버를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도 메소드 호출 시 암묵적인 리시버가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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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self ’에서 소개하겠다주1. 

2-1-4  메소드 정의와 반환 값

메소드 반환 값은 해당 메소드 내에서 마지막으로 평가되는 식의 결과 값이다. 때문에 return을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

def add(a, b)
  a + b
end

add(1, 1)      # => 2
 

처리 도중에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려면 return을 기술한다. return 값을 부여한 경우

는 그 값이 반환 값이 된다.

def add(a, b)
  return a + b

  puts ‘이 문자열은 출력되지 않는다'
end

add(1, 1)      # => 2

2-1-5  줄

식과 식은 줄바꿈으로 구분하므로, 세미콜론(;)을 기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러 식을 한 줄

에 기술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name = ‘ruby’; puts(name.upcase)     # “RUBY” 출력

보통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제 코드에서 이런 작성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주1� �이와�같은�메소드�호출�리시버는�self라는�유사(pseudo)�변수를�통해�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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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멀티바이트를 포함하는 코드

코드가 한글 등의 멀티바이트 문자열을 포함할 때는 파일 서두에 스크립트 인코딩(script encod 

ing)을 지정한다. 스크립트 인코딩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떤 인코딩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시할 수 있다. 파일 읽기나 정규 표현 인코딩 시에는 이 스크립트 인코딩이 사용된다.

스크립트 인코딩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coding: utf-8

이것을 매직 코멘트라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파일의 제일 첫 줄이나 shebang주2이 있는 경우는 

그 다음 줄에 기술한다. 루비 1.8 이전에서는 다른 위치에 기술하면 단순한 주석으로 인식하여 

무시된다. 루비 1.9에서는 기본 스크립트 인코딩이 US-ASCII다. 코드에 매직 코멘트를 기술하

지 않고 UTF-8 등의 비 ASCII 문자를 사용하면 ‘invalid multibyte char (US-ASCII)’라는 에

러가 발생한다. 루비 2.0에서는 기본 스크립트 인코딩이 UTF-8이다. 코드가 UTF-8로 기술되

어 있다면 매직 코멘트를 일부러 추가할 필요가 없다. 

매직 코멘트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원한다.

# coding: utf-8
# encoding: utf-8
# -*- coding: utf-8
# vim: set fileencoding=utf-8:

여기서는 모두 utf-8로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것도 지정할 수 있다. 여러 파일로 구성된 프로그

램의 경우는 파일마다 다른 스크립트 인코딩을 지정할 수 있다.

2-2 변수와 상수

변수는 스코프(scope, 해당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또

한 변수 종류에 따라 명명 규칙이 다르므로, 이름만 보고서도 어떤 종류의 변수인지 판별할 수 

주2� �유닉스(UNIX)나�GNU/리눅스�시스템에서는�이�shebang을�통해서�실행할�해석기(interpretor)를�지정할�수�있다(예:�#!/bin/bash).��
���shebang은�소스�코드�제일�첫�줄에�기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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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는 지역 변수(local variable)와 전역 변수(global variable) 그리고 상수(constant)에 대

해 소개하겠다.

2-2-1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스코프(참조 가능 범위)가 가장 좁은 종류의 변수다. 지역 변수명은 ‘ruby’나 ‘_ruby’

처럼 첫 글자를 소문자 영어 또는 언더바(_)를 사용해야 한다.

지역 변수는 다음과 같은 스코프를 가진다.

•�블록

•�메소드�정의

•�클래스/모듈�정의

•�톱�레벨주3

스코프 밖에 있는 지역 변수를 참조하려면 에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메소드 밖에 정의된 지

역 변수를 메소드 안에서 참조할 수 없다.

foo = ‘foo in toplevel’

def display_foo
  puts foo                   # NameError 발생

end

puts foo                     # "foo in toplevel" 출력

display_foo

블록 안이라면 블록 밖에서 정의된 지역 변수를 참조할 수 있다. 반대로, 블록 안에서만 정의된 

지역 변수는 블록 밖에서 참조할 수 없다. 다음 코드는 이런 예를 보여 준다.

greeting = “Hello, “
people = [‘Alice’, ‘Bob’]

people.each do |person|
  puts greeting + person     # “Hello, Alice” 등 표시

주3� �톱�레벨에�정의된�지역�변수는�해당�지역�변수가�정의된�파일의�톱�레벨이�스코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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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puts person                  # NameError: undefined local variable ...

블록 안에서는 블록 밖에서 정의된 지역 변수 greeting을 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 밖에서는 

블록 안에서 정의된 지역 변수 person을 참조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한다. 예제에 있는 person 

같은 지역 변수를 블록 지역 변수라고 부른다.

2-2-2  전역 변수

전역 변수는 매우 넓은 스코프를 가지는 변수로, 전역 변수명은 $로 시작해야 한다.

$foobar = ‘barbaz’
$undefined # => nil

‘$undefined’처럼 존재하지 않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면 nil이 반환된다. 전역 변수란, 어디에서든 

참조 및 변경이 가능한 변수다. 프로그램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역 변수가 존재하는 코드는 

해석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경우라면 사용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2-2-3  상수

정해진 값을 다룰 때는 상수를 이용하는데, 상수명은 영문 대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상수는 대

입식을 이용해서 정의한다.

FOO_BAR = ‘bar’

puts FOO_BAR          # “bar”를 출력

상수 대입은 한 번만 해야 하지만, 다음처럼 정의가 완료된 상수에 다시 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FOO_BAR = ‘bar’

FOO_BAR = ‘foo’      # warning: already initialized constant FOO_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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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s FOO_BAR         # “foo”를 출력

상수를 재정의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값을 대입한 상수에 

다시 값을 대입하면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기 때문이다.

메소드 안에서 상수를 정의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코드는 문법(syntax) 에러가 발생한다.

def set_foo
  FOO_BAR = ‘bar’     # dynamic constant assignment (SyntaxError)
End

2-3 조건 분기와 진릿값

자주 사용되는 조건 분기 구문인 if에 대해 알아보자. if는 부여한 조건식이 참이면 if 안에 있는 

처리를 실행한다.

if true
  puts ‘Ping’
end                # “Ping”을 출력

이 예에서 조건식에 부여한 true는 참을 나타내는 유사 변수다. 이와 반대로 false는 거짓을 의

미한다.

조건식에는 문자열이나 수치 등을 부여할 수도 있다. 루비에서는 false와 nil주4 이외의 모든 값은 

참으로 취급한다.

str = ‘Ping’

if str
  puts str
end                # “Ping”을 출력

주4� 즉,�0도�참이�되니�주의하자.�nil은�자바�등의�다른�언어에서�사용하는�null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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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에 부여한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 실행하고 싶은 처리는 else에 기술한다.

if false
  puts ‘Ping’
else
  puts ‘Pong’
end                # “Pong”을 출력

복수의 조건식을 사용해서 분기하고 싶을 때는 elsif를 이용한다. elsif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n = 2

if n.zero?
  puts ‘0이었다'
elsif n.even?
  puts '짝수였다'
elsif n.odd?
  puts '홀수였다'
else
  puts '모르겠다'
end                # "짝수였다"를 출력

2-4 식

루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어떤 값을 반환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변수 대입은 오른쪽 값을 반

환하고, if는 마지막으로 평가한 값을 반환한다. ‘‘Hello’’나 ‘4423’ 등도 문자나 값을 반환하는 

식이다.

val = ‘Hello’      # => “Hello”

if true
  ‘Hello’
end                # => “Hello”

val                # => “Hello”
4423               # => 4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