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I
시작하기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책에서는 책의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헬로우, 월드!”로 시

작한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디자인 패턴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서도 “헬로우, 디자인 패

턴!”으로 시작해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디자인 패턴(design pattern)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이고, 관심

을 갖고 책을 보았거나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
무튼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했다는 것은 객체지향의 디자인 패턴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아니 자세히 몰라도 관계 없다). 디자인 패턴은 건축 공학과 같은 분

야에서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추상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도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디자인 패턴은 객체나 클

래스를 설계하는 템플릿으로서, 특정 분야에서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이 장에서는 디자인 패턴의 간략한 내력을 소개하고, 애플 iOS의 코코아 터치(Cocoa 

Touch) 테크놀로지와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또한 이 책에서 사용된 설계 모델의 표기법을 소개하고, 디자인 패턴

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CHAPTER  1
헬로우, 디자인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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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적

이 책은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더 생산적이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자 하

는 iOS 앱 개발자 또는 개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에 실제로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따라서 코

코아 터치 프레임워크 및 이와 연관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다양한 디자인 패턴을 적

용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리와 개념들 중 일부는 코코아 터치의 형님격인 코코아 Mac OS 

X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 모두가 완벽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당연하

지만 디자인 패턴의 코드 구현은 Objective-C를 사용한다.

이 책에서는 다음 내용을 배운다.

 ■ 다양한 디자인 패턴의 기본 개념

 ■ 여러 가지 상황에서 디자인 패턴을 코드에 적용하는 방법

 ■ 디자인 패턴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

이 책의 웹사이트는 www.objective-c-design-patterns.com 또는 www.objectivec 

designpatterns.com이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한 프로젝트의 성공담이나 어려움이 있

으면 거리낌 없이 공유해주기 바란다. 

이 책에 나오는 소스 코드는 Apress 출판사 웹사이트(www.apress.com)나 제이펍 출판사

(www.jpub.kr)의 도서 소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시작에 필요한 것들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다른 책들처럼 이 책의 샘플 코드를 실행하려면 Xcode
와 iOS SDK가 필요하다. 이 책의 샘플 프로젝트들은 Xcode 3.2.5 버전과 iOS SDK 4.2 

버전을 사용해서 컴파일과 테스트하였다. 따라서 이보다 더 새로운 버전이라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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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될 것이다. Mac OS X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iO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무상 또는 상용)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이 책의 샘플 코드들

을 다른 플랫폼에서 생성하고 실행한다면 Mac OS X에서처럼 제대로 실행된다는 보장

은 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또한 iOS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관점도 다룬다. 실제 애플

리케이션 설계 시 와이어프레임(wireframe)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생성하

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 이 책

의 와이어프레임은 OmniGraffle(www.omnigroup.com/products/omnigraffle/)을 사

용해서 생성하였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스텐실(stencil)과 와이어프레임 템플릿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클래스와 객체 다이어그램이 두루 사용된다. 그러나 클래스와 객체를 

모델링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의 선택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 그

런 도구의 대부분은 C++, Java, C# 등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만 적용할 수 있

는 표준화된 표기법을 기준으로 모델링한다. Objective-C는 그런 표준 표기법으로 나

타내기 어려운 특성을 일부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category)나 확장(extension)  

(익명의 카테고리) 등이다.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는 내가 나름대로 

표기법을 고안하였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뒤에 나오는 “이 책에 사용된 객체와 클래스”

에서 설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Objective-C 클래스와 객체의 모델을 그리기 위해 그래

픽 작성 도구를 사용해도 될 것이다. 아무튼 Objective-C 고유의 특성을 지원하는 표준

화된 객체 모델링 표기법이 조만간 나오기를 희망한다. 

시작에 앞서 알 필요가 있는 것

이 책은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 101가지”나 “24시간 내에 Objective-C 사용하기”처럼 

초보자를 위한 책이 아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이 iOS SDK(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의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또한 Objective-C 프로그래밍 

언어도 기본적인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Java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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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헬로우, 디자인 패턴!6

책을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중급과 고급 수준의 iOS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디자인 패턴은 자세히 몰

라도 된다. 물론 디자인 패턴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 3장부터는 매 장마다 하나의 디자인 패턴을 설명하고 있으며, 

디자인 패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iOS 앱 개발 시에 자주 접하는 설계상의 문제를 

사용하여 해결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알아두자(tip)와 참고

(note)를 추가하였다. 

준비되었는가? 자, 그럼 시작해보자!

설계 데자뷰

“예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했더라?” 이것은 개발자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 것이다. 최초의 경험인데도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느

낌이나 현상을 말하는 데자뷰(déjà-vu)와 같은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은 늘 발생한다. 특히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들을 여러 번 수행할 때가 그렇다. 예를 들어, 모든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한다. 만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인 문제와 해결 방법을 상세히 잘 기록해둔다면, 매번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예전에 찾았던 방법을 다시 적용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가장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설계 데자뷰 시나리오(문제)와 그것에 적용 가능한 전략(해

결 방법)의 경험을 최초로 분류하여 설명한 책이 《Design Patterns: Elements of Reusa
ble ObjectOriented Software(GoF의 디자인 패턴)》(Erich Gamma, Richard Helm, Ralph 

Johnson, John Vlissides 공저, Addison-Wesley Professional, 1994)이다. 이 책에서는 객

체지향 소프트웨어의 설계 경험을 담고 있으며, 개발자들이 디자인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코코아(터치) 프레임워크의 전신인 

NEXTSTEP이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재사용 가능한)을 많이 사용해서 설계

되었으며, 바로 앞에서 얘기한 디자인 패턴 책 저자인 네 사람(이들의 별명을 GoF,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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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our”라고 한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Design Patterns: Elements of Reusable ObjectOriented Software(GoF의 디자인 패턴)》 

에서는 디자인 패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특정 컨텍스트(context)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설계 문제(problem)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

도록 구성된 상호 작용하는 객체와 클래스를 나타낸 것이다.”

요컨대, 디자인 패턴은 어떤 컨텍스트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해법이다. 여기서 컨텍스트

란 해당 문제가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며, 문제란 해당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성취하려는 목표를 의미한다. 동일한 문제가 서로 다른 컨텍스트에서 발생할 때는 서로 

다른 제약(constraint)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적합한 해법이라 함은, 특정 컨텍스트의 

목표 성취 및 그 컨텍스트에 수반되는 제약을 해결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디자인 패턴은 특정 객체지향 설계 문제의 핵심 관점을 추상화하여 객체지향 설계 시에 

파악된 중요한 내용들을 표현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설계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기

본 원리 몇 가지는 디자인 패턴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그런 원리들은 재사용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좋은 객체지향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것들이다. 즉, “클래스 상속

(inheritance)보다는 객체의 합성(composition)을 사용하자.” 또는 “클래스의 내부 구현보

다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하자.” 등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여러 부분으로 캡슐화(encapsulation)하여 구분한 후 각 부분의 

외부 인터페이스를 다르게 한다면, 각 부분의 코드가 어떤 특정 코드와 결속되지 않으

므로 상호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

고 코드를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변경에 대해 더욱 유연하고 강력한 프

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 각 부분 간의 종속성을 제거하고 결합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작성을 원할 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이 더욱 중요하다. 

설계 시에 디자인 패턴을 사용한 프로그램(그리고 그 안의 객체와 클래스들)은 재사용과 확

장성이 더 좋으며, 향후의 변경도 더욱 쉽다. 또한 디자인 패턴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프로그램보다 효율적이다. 더 적은 양의 코드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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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패턴의 근원-모델, 뷰, 컨트롤러(MVC)

모델(Model)-뷰(View)-컨트롤러(Controller) 디자인 패턴과 그것의 변형 패턴들은 과거

의 스몰토크(Smalltalk) 언어 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현재 코코아 터치의 많은 메커니즘

과 테크놀로지의 기본이 되었다.

MVC 디자인 패턴의 객체들은 애플리케이션의 세 가지 역할을 분담하는데, 그것은 모

델과 뷰와 컨트롤러다. 또한 MVC 패턴은 각 역할의 객체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정

의한다. MVC 패턴은 코코아 터치 애플리케이션 설계에 중요한 요소다. 즉, 객체나 클래

스를 세 가지 그룹 중 어디에 넣을지 선택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설계의 중요한 일이다. 
만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잘 정의된 MVC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면, 코코아 터치 프레임

워크의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MVC 패턴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패턴이 아니다. 그보다는 여러 개의 기본

적인 디자인 패턴들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패턴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디자인 패턴들은 

이 책의 3장부터 자세하게 설명한다. 

MVC 애플리케이션의 많은 객체들은 MVC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에 비해 더 쉽게 확장 및 재사용할 수 있다. 각 객체의 외부 인터페이스가 더 좋게 정의되

기 때문이다. 코코아 터치 테크놀로지와 아키텍처는 MVC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우리 애플리케이션과 객체를 MVC 역할에 맞춰 동작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각 MVC 객체들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한 부분으로 어떻게 동작하는

지 설명할 것이다. 

데이터와 그것의 처리를 모델 객체에 캡슐화하기

모델 객체는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로직을 정의한다. 이 

객체는 재사용 가능하다. 특정 문제 영역에 적용되는 데이터와 그것의 처리 방법을 알고 

있는 객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델 객체는 사용자가 스크린에 그린 것을 복잡한 

데이터 구조로 나타낼 수 있으며, 또는 해야 할 일의 목록에 있는 항목처럼 간단한 데이

터 구조로 표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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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일단 모델 객체로 들어와야 한다(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리고 모델 객체는 그 데이터를 표현하고 수정하는 데 사용되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뷰 객체를 사용해서 사용자와 인터페이스하기

뷰 객체는 사용자의 요구나 조치에 응답할 수 있으며 자신을 화면에 나타내는 방법을 안

다. 통상적으로 뷰 객체는 모델 객체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나타낸다. 따라서 하나의 모

델 객체 일부나 전체 또는 다수의 서로 다른 모델 객체들과 함께 동작할 수 있다. 대개는 

사용자의 조치와 연계하여 데이터의 수정이 가능하게 해 준다. 

뷰 객체와 모델 객체가 긴밀한 관계를 갖지만 MVC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뷰 객체가 모

델 객체와 결합되지는 않는다. 성능상의 이유(예를 들어, 뷰 객체가 캐시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나타내는 데이터를 뷰 객체가 데이터베이

스 등에 직접 저장해서는 안 된다. 

뷰 객체는 서로 다른 많은 모델 객체와 함께 동작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에서 일관성 있게 재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iOS의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 중 하

나인 UIKit 프레임워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뷰 클래스들을 제공하므로 애플리케이션

에서 항상 재사용할 수 있다. 

컨트롤러 객체로 모델과 뷰 연결하기

컨트롤러 객체는 뷰와 모델 객체 간의 중재자처럼 동작한다. 즉, 사용자가 변경한 뷰의 

데이터를 모델이 반영하도록 알려주고, 모델의 변경된 데이터를 뷰에게 전달하는 소통 

채널을 유지한다. 

중재자의 역할 외에도 컨트롤러 객체는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객체들의 생명주기를 관리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할 일을 조정하는 등의 일이다.

예를 들어, 뷰 객체(텍스트 입력 상자와 같은)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컨트롤러 객체

에게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모습이나 동작을 바꾸도록 컨트롤

러 객체가 뷰 객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텍스트 입력 상자의 입력이 안 되도록 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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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컨트롤러 객체는 재사용 가능하거나 또는 그렇

지 못할 수 있다. 

복합 디자인 패턴인 MVC

MVC는 하나의 디자인 패턴으로 된 것이 아니며, 여러 개의 기본적인 디자인 패턴(이 책

의 3장부터 설명)들로 구성된다. MVC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디자인 패턴들은 서로가 함

께 동작하여 MVC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나타낸다. 

코코아(터치) 프레임워크에서는 컴포지트(Composite), 커맨드(Command), 미디에이터

(Mediator), 스트래티지(Strategy), 옵저버(Observer) 디자인 패턴으로 MVC가 구성된다.

 ■  컴포지트(13장): 뷰 객체들이 뷰의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 계층 구조의 뷰 컴포넌

트들은 복합 뷰(테이블 뷰와 같은)에서부터 개별 뷰(텍스트 상자나 버튼과 같은)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어떤 레벨의 뷰 컴포넌트이건 사용자 조치에 응답하고 자신을 

화면에 나타낼 수 있다. 

 ■  커맨드(20장): 이것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뷰 객체가 다른 객체(컨트롤러

와 같은)의 실행을 유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커맨드 패턴에 포함되어 있다. 

 ■  미디에이터(11장): 컨트롤러 객체는 미디에이터 패턴을 사용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모델과 뷰 객체 간에 데이터가 전달되는 양방향의 통로를 형성한

다. 모델의 변경 내역은 컨트롤러 객체를 통해서 뷰 객체에 전달된다. 

 ■  스트래티지(19장): 컨트롤러는 뷰 객체의 “전략(스트래티지)”이 될 수 있다. 즉, 뷰 

객체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임무에만 충실하면서 애플리케이션 나름의 데이터 처

리는 “전략” 객체(컨트롤러)에게 위임한다. 

 ■  옵저버(12장): 모델 객체는 컨트롤러 객체가 자신의 내부 상태를 변경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림 1-1에서는 이 패턴들이 함께 동작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1-1에서 생기는 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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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컨트롤러 모델

사용자의 조치 사항을  
컨트롤러에게 전달한다.

사용자 요구대로 모델  
데이터를 변경한다.

보여주는 데이터를 뷰가  
변경하게 한다.

컨트롤러에게 데이터가  
변경되었음을 알린다.

∷ 그림 1-1  모델, 뷰, 컨트롤러 객체가 상호 동작하는 방법의 예

1.  사용자가 캔버스 뷰에서 손가락을 터치하거나 끌면 터치 이벤트가 발생한다. 터
치가 된 실제 뷰(계층)는 복합체로 구성된 뷰의 특정 레벨에 속해 있으므로, 캔버

스 뷰가 자신의 뷰 컨트롤러에게 터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2.  해당 컨트롤러 객체가 터치 이벤트와 그것의 연관 정보를 받는다. 그 다음에 모

델의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전략을 적용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같은 이벤트에 

근거하여 뷰 객체가 자신의 모습이나 동작을 변경하도록 요청한다. 

3.  변경이 발생하여 모델 객체의 데이터가 갱신되면 모델 객체는 등록된 모든 옵저

버 객체들(컨트롤러와 같은)에게 변경되었음을 통보한다. 

4.  컨트롤러는 중재자로 동작하면서 모델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연관된 뷰(하나 또

는 그 이상)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모든 뷰가 보여주는 데이터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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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스템 설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디자

인 패턴 외에도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리들이 몇 가지 있다. 그것들 중 일부

는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 설계와 관련이 있지만, Objective-C와 코코아 터치에만 해

당되는 것도 있다. 지금부터는 그런 원리를 알아볼 것이다.

외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하자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객체지향 개념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클래스, 객체, 

상속(inheritance), 다형성(polymorphism), 인터페이스(interface) 등이다. 그런데 클래스 

상속과 인터페이스 상속(서브타입(subtype)을 만드는)의 차이는 뭘까? 인터페이스는 타입

을 정의한다. 따라서 같은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즉 구현 또는 준수하는 객체들은 동일

한 타입이 되므로 다른 객체에서 그런 객체들 중 어느 것도 같은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

다. 이와는 달리 클래스 상속은 객체의 내부 구현과 타입을 정의하고 부모 클래스의 구현 

코드를 재사용하는 메커니즘이다. 클래스 상속을 이용하면 기존 클래스로부터 필요한 것

을 상속받아 새로운 종류의 클래스를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사실 클래스도 타입을 나타내

지만 인터페이스와는 차이가 있다. 클래스 상속의 경우는 상속 계층에 속해야만 부모 클

래스의 서브타입이 될 수 있다. 

유사한 기능의 클래스들을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페이

스를 통해서 진정한 다형성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클래스의 객체들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추상(abstract) 클래스 또는 인터

페이스를 정의하고 그것들의 서브 타입에서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Objective-C와는 다

른 객체지향 언어인 Java의 경우는 “interface” 키워드로 인터페이스 타입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와 사용되는 객체 간의 “계약(contract)”, 

즉 해야 할 일을 인터페이스에 정의한다. 이와 유사한 것을 Objective-C에서는 프로토콜

(protocol)이라고 한다. 프로토콜은 객체 간의 계약처럼 처리된다. 그리고 할 일만을 정의

한 것이므로(속성이 없이) 자신의 인스턴스(instance), 즉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같은 프

로토콜을 구현하거나 또는 같은 추상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서브타입 객체들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게 된다(추상 클래스를 사용할 때와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의 차이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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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더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서브타입의 모든 객체들이 프로토콜이나 추상 클

래스의 외부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음의 두 가지 장점이 생긴다.

 ■  어떤 객체든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구하는 인터페이스를 따른다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는 객체의 정확한 타입을 알 필요가 없다(코드가 간결해지고 유연성

이 좋아진다). 

 ■  클라이언트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는 프로토콜이나 추상 클래스만 알

면 된다. 따라서 사용하는 객체의 클래스에 대해서도 일체 모른다(클래스 내부의 

구현 코드를 감출 수 있다). 

결국 GoF(Gang of Four)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대로 재사용 가능한 객체지향 소프

트웨어 설계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내부 구현이 아닌 외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하자.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특정 실체(concrete) 클래스 객체의 변수를 선언하지 않는다. 대
신에 프로토콜이나 추상 클래스에 정의된 인터페이스만을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을 이 

책 전체에 걸쳐 접하게 될 것이다. 

프로토콜(@protocol) vs. 추상 베이스 클래스(ABC)

외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게 더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방법으로, Objective-C에서는 프로토콜(@protocol로 

정의하는)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토콜에는 어떤 구현 코드도 정의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

을 준수하는 클래스가 해야 할 일을 나타내는 메서드(method)만을 정의한다. 따라서 프로

토콜은 추상화된 일만을 정의하는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그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클래스

에서는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구현 코드(메서드의)를 정의한다. 두 번째 방법은 추상 클래

스를 베이스 클래스로 정의하는 것이다. 추상 베이스 클래스(ABC: Abstract Base Class)를 

사용하면 자신의 서브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할 일을 정의할 수 있다. 추상 베이스 클래스

는 다른 일반 클래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서브 클래스에서 반드시 오버라이딩(overidding)

해야 하는 메서드들을 추가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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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만들었던 프로토콜을 변경한다면 그것을 구현하는 클래스들의 코드가 제대로 실

행되지 않을 것이다. 프로토콜은 추상 타입과 실체 타입 간의 계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그런 계약이 변경될 때는 그것을 준수하는 모든 것들도 함께 변경될 필요

가 있다. 단, @optional 지시어를 사용해서 “선택적”이라고 지정한 프로토콜 메서드를 

변경할 때만 예외다. 반면에 인터페이스 변경 관점에서 볼 때 추상 베이스 클래스는 프

로토콜에 비해 약간 더 유연성이 좋다. 추상 베이스 클래스에는 새로운 메서드를 부담없

이 추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상속 구조에 속한 서브 클래스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

기 때문이다. 또한 서브 클래스들이 상속받아 사용하는 메서드들의 기본 동작을 추가나 

삭제 및 재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ark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이 있고,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이 프로토콜로 정

의된 타입의 객체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법을 사용해서 그 객체를 참조할 필요

가 있다. 

id <Mark> thisMark;

만일 Mark가 추상 베이스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다른 일반 클래스처럼 

사용해야 한다.

Mark *thisMark;

Mark 프로토콜 객체를 매개변수로 받는 메서드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void) anOperationWithMark:(id <Mark>) aMark;

이와 유사하게 Mark 추상 베이스 클래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void) anOperationWithMark:(Mark *) aMark;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 Mark 프로토콜 참조를 사용하는 것이 약간 불편한 것처

럼 보인다. 그렇지만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다중 상속(multiple-inheri-

tance)을 지원하는 C++와 같은 다른 객체지향 언어와는 달리 Objective-C는 단일 상속

(single-inheritance)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 클래스가 UIView의 서브 

클래스가 될 필요가 있으면서 이와 동시에 우리가 만든 추상 타입의 서브타입도 되어야 

한다면, 그 추상 타입은 추상 베이스 클래스가 아닌 프로토콜이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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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든 추상 타입 외에 또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을 필요가 없는 클래스의 경우라면 

그 추상 타입을 추상 베이스 클래스로 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 추상 타입의 서브 클래스들이 UIView의 서브 클래스도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설계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추상 타입을 

일단 추상 베이스 클래스로 하는 것이 유연한 방법이다. 물론 이때는 다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가 될 필요가 없는 클래스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추상 베이스 클

래스와 같은 이름으로 프로토콜을 정의하여 모든 다른 클래스(추상 베이스 클래스를 포함)

들이 그 프로토콜을 구현하게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전략을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에

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NSObject 베이스 클래스는 NSObject 프로토콜을 구현한다. 

객체 합성 vs. 클래스 상속

클래스 상속(또는 서브 클래스화(subclassing))은 다른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준다. 클래스 상속은 화이트박스 재사용(whitebox reuse)이라고도 한다. 
부모 클래스의 내부 구현을 서브 클래스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객체 합성(composition)은 클래스 상속의 대안이다. 객체를 합성하려면 합성될 객체가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합성될 객체는 다른 객체가 갖는 참조를 통해

서 런타임 시에 동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객체의 내부에 다른 객체를 포함 

(구성)하여 더 복잡한 기능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합성되는 객체의 내부 구현이 다른 객

체에게 보이지 않으므로 “블랙박스”처럼 보인다고 하며, 이런 형태의 재사용을 블랙박스 

재사용(blackbox reuse)이라고 한다.

클래스 상속을 사용하는 화이트박스 재사용과 객체 합성을 사용하는 블랙박스 재사용 모

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클래스 상속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  클래스 상속은 사용이 쉽다. 클래스 간의 관계가 컴파일 시점에 이미 확정되기 

때문이다. 

 ■ 재사용되는 구현 코드의 변경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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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클래스 상속은 컴파일 시점에 확정되므로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구현 코드

를 실행 시점에서 변경할 수 없다. 

 ■ 서브 클래스를 나타내는 많은 부분(구현 코드)이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다. 

 ■ 서브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내부 구현을 알게 되므로 캡슐화를 저해한다. 

 ■  부모 클래스의 구현 코드를 변경하면 그것의 서브 클래스들도 변경해야 한다. 구
현 코드가 밀접하게 결속되기 때문이다.

 서브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내부 구현과 종속되므로 재사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서브 클래스(또는 서브타입)에서 프로토콜이나 추상(베이스) 클래

스로부터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프로토콜에는 구현 코드가 없으며, 추상(베이스) 

클래스는 실체 클래스에 비해 구현 코드가 적기 때문이다. 

객체 합성을 이용하면 하나의 객체를 여러 다른 객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단, 합성되

는 객체들이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다른 객체와의 인터페이스 설계를 신중하

게 해야 된다. 객체 합성도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갖는다.

장점:

 ■  객체를 그것의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사용하므로 캡슐화를 저해하지 않

는다. 

 ■  내부 구현의 종속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관점으로 객체의 

내부 구현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 어떤 객체든 실행 시점에서 같은 타입의 다른 객체로 교체될 수 있다. 

 ■ 클래스의 캡슐화에 도움을 주므로 각 클래스가 한 가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  클래스의 상속 구조와는 달리 클래스 간의 관계가 간단하고 작으며, 더 커지거

나 복잡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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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설계 시에 더 많은 객체들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 서로 다른 객체들의 관계(포함하여 합성되는)에 의존하여 시스템이 동작한다. 

 ■  이상적으로는 객체 합성으로 재사용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컴포넌트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객체 합성으로 기존의 컴포넌트를 조립(합성)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는 재사용 가능

한 컴포넌트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객체 합성은 시스템 설계에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런 단

점들은 클래스 상속을 같이 사용하여 상쇄시킬 수 있다. 클래스 상속을 사용하면 새로운 

컴포넌트를 기존 컴포넌트로부터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클래스 상속보다는 객체 합성을 사용한다고 해서 클래스 상속을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한

다는 의미는 아니다. 클래스와 객체의 재사용 방법은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할 필요가 있

다. 클래스 상속과 객체 합성 모두를 우리 시스템에 맞게 잘 설계한다면 둘 다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대개는 클래스 설계 시 객체 합성을 더 많이 고려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클

래스 간에 중복된 행동(코드)이 없는지 찾아서 설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

가 있다면 그때 클래스 상속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 사용된 객체와 클래스 표기

패턴의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과 그래픽을 

사용한다. 때로는 복합 트리 객체의 구조와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화면 캡처나 다른 

비주얼 표기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클래스나 객체들의 관계와 상호 작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였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디자인 패턴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이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객체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OMT(Object Modeling Technique) 방법론의 표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필요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주로 사용하는 몇몇 다이어그램들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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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하다). 지금부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객체 다이어그램에 사용된 표기법에 대

해 설명할 것이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클래스 간의 정적인 관계 및 구조를 나타낸다. Objective-C의 

경우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토콜, 추상(abstract) 또는 실체(concrete) 클래스, 카

테고리(category)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들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나타낼 수 있다.

프로토콜, 추상 클래스, 실체 클래스, 카테고리 

클래스나 프로토콜은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으로 나타내며, 제일 윗칸에 진한 글씨로 

이름을 넣고 바로 밑의 칸에는 오퍼레이션(메서드로 구현되는)들의 이름을 나타낸다. 이 

책의 전자출판 버전의 경우는 프로토콜 이름 칸의 배경은 분홍색이고 클래스는 밝은 청

색으로 되어 있다. 실체가 아닌 추상인 것들(클래스, 프로토콜, 오퍼레이션, 변수 등)의 이름

은 이탤릭체로 나타낸다. 따라서 프로토콜과 추상 클래스의 이름은 진한 이탤릭체로 되

어 있다. 프로토콜 이름은 꺾쇠괄호로 둘러싸여 있다. 인스턴스 변수들은 직사각형의 제

일 밑 칸에 넣는다. 그림 1-2에서는 프로토콜과 클래스(추상 및 실체)의 예시를 보여준다.

<프로토콜이름>

추상오퍼레이션1
추상오퍼레이션2:매개변수

추상오퍼레이션
실체오퍼레이션

실체오퍼레이션
실체속성

인스턴스변수

<추상클래스이름> 실체클래스이름

∷ 그림 1-2  제일 왼쪽은 추상 오퍼레이션을 정의하는 프로토콜이며, 가운데는 추상 및 실체 오퍼레이션

을 갖는 추상 클래스,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실체 오퍼레이션과 실체 속성(property) 및 인스턴스 변수를 

갖는 실체 클래스다.

카테고리는 표현하기가 어렵다. UML은 물론 OMT에서도 표기법을 지원하지 않기 때

문이다. Objective-C에서 카테고리는 클래스의 확장을 나타내지만 서브 클래스의 의미

는 아니다. 따라서 카테고리를 나타낼 때 빈 삼각형(클래스 상속을 나타내는)을 사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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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그림 1-3처럼 카테고리가 속하는 클래스의 직사

각형을 오른쪽으로 늘려서 나타내었다.

클래스이름

오퍼레이션 확장오퍼레이션

 (카테고리이름)

∷ 그림 1-3  클래스는 왼쪽이고 그것의 카테고리는 오른쪽이다.

카테고리의 이름은 괄호 안에 넣고, 그것의 확장된 오퍼레이션(메서드로 구현되는)은 일반

적인 클래스처럼 아래 칸에 나타내었다. 만일 카테고리가 많다면 이런 형태의 표기가 적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사용된 예에서는 문제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였다. 

클래스나 객체 다이어그램에는 설계의 일부분이지만 역할(role)이 다른 것들을 나타내기

도 한다. 그것들은 클라이언트(Client)와 같은 추상화된 역할일 수 있으며, 또는 설계 범

위에 포함되거나 범위 밖에 있는 다른 클래스일 수도 있다. 해당 다이어그램에서는 자세

히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그 다이어그램의 다른 클래스나 객체와 상호 작용하는 그런 역

할을 나타낼 때는 흐린 회색의 둥근 모서리로 된 직사각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런 역

할을 클래스로 나타낼 경우는 다른 클래스처럼 모서리가 둥근 실선의 직사각형으로 나타

내었다. 이 책의 전자 출판본에서는 그런 클래스의 배경색이 밝은 청색이며, 역할은 배

경색이 없다(그림 1-4 참조).

∷ 그림 1-4  왼쪽은 역할을, 그리고 오른쪽은 클래스로 표현된 것이다.

인스턴스 생성

하나의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점선이 있는 화살표 

모양을 사용해서 그런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을 “생성(create)” 관계라 한다. 그림 1-5
에서 알 수 있듯이 화살표의 방향은 객체가 생성되는 클래스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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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하나의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 객체를 생성

상속

OMT에서는 빈 삼각형을 사용해서 서브 클래스를 그것의 부모 클래스와 연결하여 클래

스 상속을 나타낸다(UML에서도 동일하다). 그림 1-6에서는 서브 클래스인 Concrete-

Class에서 부모 클래스인 AbstractClass를 가리키게 하여 이런 타입의 관계를 보여준

다. 인터페이스 상속(프로토콜의 서브타입화 또는 구현)의 경우는 클래스 상속과 유사하지

만 점선을 사용한다(UML도 같음). 

추상오퍼레이션
실체오퍼레이션

실체오퍼레이션
실체속성

인스턴스변수

추상오퍼레이션

추상오퍼레이션
실체오퍼레이션

∷ 그림 1-6  왼쪽은 클래스 상속 관계를 나타내며(실체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오른쪽은 인터

페이스 상속(구현) 관계를 나타낸다(클래스가 프로토콜의 서브타입이 되어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구현).

연관 관계

연관(association 또는 acquaintance) 관계는 실선과 속이 찬 화살표를 사용해서 나타낸

다. 이 관계와 집합 관계(aggregation) 두 가지는 객체 합성에 중요하다(집합 관계는 바로 

다음에 설명한다). 그림 1-7에서는 ConcreteClass 클래스가 AnotherClass 클래스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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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참조를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ConcreteClass는 AnotherClass 객

체의 삶을 좌지우지(생성이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참조하여 사용만 할 뿐이다. 따라서 

AnotherClass 객체의 참조는 다른 객체들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연관 관계를 간단히 

말하면, ConcreteClass는 AnotherClass를 “안다(know)”고 할 수 있다.

∷ 그림 1-7  ConcreteClass는 AnotherClass와 연관 관계를 갖는다.

실체오퍼레이션
실체속성

인스턴스변수

집합 관계

연관 관계처럼 속이 찬 화살표를 사용해서 다른 객체에 대한 참조를 나타낸다. 단, 참

조하는 클래스 쪽에 마름모를 붙인다. 그러나 이런 참조 관계는 연관 관계와 의미가 다

르다. 참조하는 객체가 참조되는 객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8에서는 

ConcreteClass 클래스가 AnotherClass 클래스와 집합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 ConcreteClass는 자신의 일부로 AnotherClass를 소유한다. 따라서 Concrete-

Class와 AnotherClass는 하나로 합성된 집합체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이상”

의 객체를 소유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두 개의 화살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림 

1-8의 경우는 ConcreteClass가 여러 개의 AnotherClass 객체를 인스턴스 변수로 갖

고 있음을 의미한다.

∷ 그림 1-8  ConcreteClass는 AnotherClass의 여러 객체를 참조하는 집합 관계를 갖는다.

실체오퍼레이션
실체속성

인스턴스변수

인스턴스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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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코드

오퍼레이션의 구현 코드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데 의사 코드(pseudocode)를 사용하면 

좋을 때가 있다. 의사 코드를 주석으로 달아줄 때는 그림 1-9처럼 한쪽 모서리가 접힌 

직사각형을 사용한다.  

∷ 그림 1-9  의사 코드 주석

실체오퍼레이션
실체속성

인스턴스변수

객체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며, 디자인 패턴에서 객체가 

상호 연결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때 “aSomeClass”와 같은 형태로 객체의 이름을 주는

데, 여기서 SomeClass는 그 객체가 속한 클래스다. 객체를 나타내는 표기법은 클래스 다

이어그램과 거의 같다. 각 객체는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으로 나타내며, 제일 윗칸에

는 객체의 이름을, 그 아래 칸에는 그 객체가 갖는 객체 참조들을 넣는다. 객체 이름 칸

의 배경색은 클래스처럼 밝은 청색이다. 참조되는 다른 객체들을 가리킬 때는 작은 원

으로 시작하는 실선의 속이 찬 화살표를 사용한다. 그림 1-10에서는 객체 다이어그램

의 예를 보여준다.

∷ 그림 1-10  aClass 객체가 다른 객체를 참조하는 객체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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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패턴의 구성

이 책에서는 GoF의 21개 디자인 패턴을 다룬다. 그 패턴들은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8개

의 기능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객체 생성, 인터페이스화, 객체의 분할, 추상화, 행

동 확장, 알고리즘의 캡슐화, 성능을 고려한 객체 사용, 객체의 상태다. 

요약

이 장에서는 디자인 패턴의 배경과 내력 및 장점과 더불어 애플리케이션의 설계에 영향

을 주는 사안 들을 소개하였다. 앞으로 다른 장에서 설명할 디자인 패턴의 기본을 파악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