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II
객체 생성





인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옛날에는 일종의 나무 스탬프(나중에는 고무 스탬프가 되었

던)를 사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그래픽이나 텍스트를 종이에 인쇄하곤 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서로 다른 스탬프들을 결합하면 똑같은 정보를 종이에 대량으로 인쇄하는 가

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같은 내용을 종이에 인

쇄하는 데 동일한 스탬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보나 지식을 배포하는 데 더 많은 비용

과 시간이 들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객체지향 애플리케이션에는 생성하는 부담이 크거나 복잡한 객체들이 있다. 그
럴 때 약간만 변경해서 동일한 객체를 재생성할 수 있다면 훨씬 쉬워질 것이다. 복합 구

조(트리 구조와 같은)를 갖는 객체를 복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객체

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보다는 특정 상황에 맞게 약간 수

정할 수 있는 객체를 재사용하는 것이 좋다. 

복제가 쉬운 고무 스탬프처럼 객체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객체를 생성할 수 있

다면 생성에 따른 노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복제(clone)’ 오퍼레이션에 적용하는 패턴을 프로토타입(Prototype) 패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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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같은 주조 틀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복제인데, 이때 주조 틀의 근간이 

되는 것이 프로토타입이다. 프로토타입은 최종 제품의 속성을 결정한다. 각 제품이 동일

한 주조 틀에서 복제됨에도 불구하고 색상이나 크기와 같은 일부 속성들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제품들은 여전히 같은 종류에 속한다.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객체 복제와 연관된 주제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객체

들을 복제하기 위해 Objective-C로 프로토타입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프로토타입 패턴이란?

프로토타입 패턴은 가장 간단한 디자인 패턴 중 하나다. 이것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코

드)는 추상 프로토타입 클래스만을 알면 된다. 그리고 런타임 시에는 그 추상 프로토타입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 객체(클라이언트가 원하는)가 복제되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클라

이언트에서는 각 서브 클래스의 객체들을 일일이 생성하지 않아도 같은 타입의 여러 인

스턴스(객체)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림 3-1에서는 이러한 클래스들의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 그림 3-1  프로토타입 패턴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자신의 복제 
객체 반환

자신의 복제 
객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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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프로토타입)에서는 자신을 복제하는 공통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있다. Pro-
totype의 서브 클래스인 ConcretePrototype에서는 Prototype의 clone을 오버라이딩

하여 자기 인스턴스를 복제하는 메서드를 구현한다. 그리고 Client에서는 Prototype에 

요청하여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다.

프로토타입 패턴: 프로토타입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생성할 여러 종류의 객체를 기술하고 해당 프로

토타입을 복제하여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다.*

* 이 패턴의 정의는 《Design Patterns》(“Gang of Four” 지음, Addison-Wesley, 1994) 책에 나와 있다.

프로토타입 패턴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  객체의 타입이나 구체적인 생성 방법을 클라이언트 코드와는 독립적으로 유지하

면서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있을 때. 

 ■  인스턴스가 생성될 클래스가 런타임 시에 결정될 때.

 ■  서로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이 속성의 일부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할 때. 이런 

경우 각 클래스들의 객체를 일일이 생성하지 않고 그 클래스들과 대응되는 프로

토타입 클래스들의 객체를 복제하는 것이 더 좋다.

 ■  객체의 일부분으로 다른 객체를 포함하는 복합 객체와 같은 경우는 객체 생성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복합 객체를 복제한 후 변경해서 사용하면 더 쉬

울 것이다. 

참고: 프로토타입 객체가 원형(틀)의 역할만을 하고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을 때 프로토타입 패턴을 사

용한다고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프로토타입 패턴의 한 가지 

사용 예일 뿐이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객체를 자신의 클래스로부터 직접 생성하는 것보다

(유사한 객체의) 복제를 통해서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객체라면 어떤 객체도 프로토타입 객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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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패턴은 어떤 객체의 복제본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토타입

을 다른 객체(동일한 컨텍스트와 연관된)의 근간(원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객

체의 복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얕은 복사 vs. 깊은 복사

만일 어떤 객체가 메모리의 다른 자원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멤버 변수로 갖고 있다면 그 

객체의 복사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냥 그 포인터 값만 복사하여 새로 복제된 객

체에게 준다면? 이 경우 그 포인터는 해당 메모리 자원의 주소를 임시 저장하는 플레이

스 홀더에 불과하다. 객체를 복제할 때 새로 복제된 객체에게 포인터 값만을 복사해준다

면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원은 양쪽 인스턴스(원본과 복제본) 모두가 공유하게 된다. 그
림 3-2를 참조하자.

수 있다. 프로토타입 패턴을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클래스의 행동(오퍼레이션)은 거의 유사하고 주로 내부 속성(예를 들어, 이름, 이미지)들만 다른 클래

스들이 많을 때. 

2)  다른 객체의 구성 요소가 되는 복합 객체(트리와 같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복합 객체를 또 다른 복합 객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로 사용할 때다.

이 외에도 실무에서 프로토타입 패턴은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디자인 패턴은 설계 기법이

다. 기존 규칙을 깨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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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여기서는 ConcretePrototype 객체들을 복제할 때 메모리 자원의 포인터 값만을 복사해주므

로 해당 자원의 실제 데이터는 복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모리 자원

자원 포인터 자원 포인터

ConcretePrototype의 clone 오퍼레이션에서는 자원 포인터 값을 복사해서 새로 복제

된 객체에게 준다. 따라서 ConcretePrototype의 인스턴스가 같은 타입의 또 다른 인스

턴스를 복제하더라도 두 인스턴스는 모두 같은 메모리 자원을 가리키게 된다. 즉, 포인

터 값은 복사되었지만 실제 메모리 자원은 복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얕은

(shallow) 복사라 한다.

그렇다면 깊은(deep) 복사는 무엇일까? 깊은 복사란 포인터 값은 물론이고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원도 함께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3-3에서는 깊은 복사를 사용한 객체 

복제를 보여준다. 

clone 오퍼레이션에서는 자원 포인터 값의 복사는 물론이고 메모리 자원도 복사한다. 
따라서 복제된 객체의 포인터는 원본 자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사된 자원(위치가 다른)

을 가리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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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그림 3-2와 유사하지만 객체가 복제될 때 메모리 자원도 복사된다.

메모리 자원

자원 포인터 자원 포인터

원본과 같은  
내용으로  

복사된 자원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의 객체 복사 사용하기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떤 NSObject 파생 객체든 깊은 복사의 구현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NSObject의 어떤 서브 클래스든 NSCopying 프로토콜과 거기에 정

의된 메서드인 (id)copyWithZone:(NSZone *)zone을 구현하면 된다. 그리고 NSObject

는 인스턴스 메서드인 (id)copy를 갖고 있으며, 디폴트로 [self copyWithZone:nil] 

메서드를 호출한다. 따라서 NSCopying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브 클래스에서는 그 메서

드를 구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할 것이다. iOS의 경우 새로 복제된 객

체가 반환되기 전까지 이 메서드에서 유지하며, 이 메서드를 호출한 곳에서는 반환된 객

체를 사용한 후 해지(release)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깊은 복사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깊은 복사가 필요한 멤버 변수들과 

자원들을 복사한 후 새로 복제된 클래스 인스턴스에 전달하고 그 복제 인스턴스를 반환

하면 되기 때문이다. 포인터 값은 물론 메모리 자원까지 확실하게 복사하는 것이 중요

하다. 2장에서 설명한 TouchPainter 앱에서처럼 복합 객체를 처리할 때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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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복합 객체의 복사 메서드 구현하기

TouchPainter 앱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구조 중 하나가 Mark 복합 객체다. 이 객

체는 사용자가 그리는 그림의 모든 Dot(점)과 Stroke(스트로크) 인스턴스를 포함한다. 그
리고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서 전체 구조를 복제할 필요가 있다. 

 ■ Mark 자신의 깊은 복사본을 만들고 그것을 보존한다.

 ■  같은 그림을 “패턴 템플릿(고무 스탬프처럼)”으로 재사용한다(사용자가 그리는 것과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기 위해). 

원본 객체의 참조(포인터)만을 보존하는 얕은 복사와는 다르게 첫 번째의 경우에는 복

사본을 생성하는 중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된 메멘토(Me-

mento) 패턴은 23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만일 같은 그림을 다른 스트로크의 원형으로 재사용하게 한다면 현재 그린 것을 복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패턴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ouchPainter 앱에서는 사용자의 스트로크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구조(컴포지트 패턴, 

13장)를 사용할 것이며, 우리 앱의 필수 요소인 이러한 복합 구조는 2장에서 설명하고 있

다. 그 구조의 부모 타입인 Mark는 Objective-C의 프로토콜로 정의한다. Mark는 세 개

의 실체 클래스(컴포넌트)들을 가지며, 각 클래스들은 런타임 시에 생성되는 복합 객체를 

정의한다. Dot(점)와 Vertex(꼭짓점)는 단일 컴포넌트로 정의된다. 반면에 Stroke(스트로

크)는 다른 Mark 인스턴스들도 자신의 자식으로 포함할 수 있는 복합 객체로 정의한다. 
Dot는 Vertex의 서브 클래스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Mark 복합 구조 전체의 깊

은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다(Mark의 내부 구조(트리)를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가능하도

록). Stroke 객체는 또 다른 Stroke 객체는 물론 Dot나 Dot의 서브 클래스 객체를 포함

할 수 있다. 그리고 트리 구조인 Mark를 깊은 복사하려면 내부 구조를 따라가면서 재귀

적인 복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원래의 Mark 프로토콜과 그것을 구현하는 클래스들이 ‘복

사’ 메서드를 갖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4에서는 복사 메서드인 copy를 추가한 

Mark 복합 클래스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Mark와 그것의 실체 클래스들 모두 복사 메서드가 추가된 것 외에는 큰 변경이 없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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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클라이언트의 savePattern에서는 현재의 Mark 객체(currentMark) 복사본(pat-

tern)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 복사본을 사용하는지는 애플리케이션에 달렸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는 객체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재생성하기 힘들 때 객체 복사

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여기처럼 기존의 Mark 복합 객체를 재생성하는 경우다. 

∷ 그림 3-4  프로토타입 패턴을 구현하는 Mark 복합 클래스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자신의 복사  
객체 반환

각 자식 객체를 포함하는  
자신의 복사본을 만든다
{
     각 자식 객체의 복사본을 만든다
}
자신의 복사본에 자식의 복사 객체
를 추가한다

지금부터는 구현된 코드의 일부를 살펴보자.

리스트 3-1에서는 Mark 프로토콜의 변경된 코드를 보여준다.



69Mark 복합 객체의 복사 메서드 구현하기

리스트 3-1  Mark.h

@protocol Mark <NSObject>

@property (nonatomic, retain) UIColor * color;

@property (nonatomic, assign) CGFloat size;

@property (nonatomic, assign) CGPoint location;

@property (nonatomic, readonly) NSUInteger count;        // 자식 객체의 수

@property (nonatomic, readonly) id <Mark> lastChild;

- (id) copy;

- (void) addMark:(id <Mark>) mark;

- (void) removeMark:(id <Mark>) mark;

- (id <Mark>) childMarkAtIndex:(NSUInteger) index;

@end

여기서는 Mark 프로토콜에 복사 메서드(copy)를 추가하였으며, 이 메서드에서는 구현 클

래스들의 인스턴스를 반환한다. 

복사 메서드를 구현할 클래스가 몇 개 있다. 런타임 시에 Mark 복합 객체의 일부가 되는 

객체들의 클래스인 Vertex와 Stroke 및 Vertex와 Dot의 서브 클래스들이다. Dot 객체

는 스크린 상에 그려진 하나의 점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Stroke 객체는 하나의 완전한 

스트로크를 구성하는 Vertex 객체들만 포함하는 부모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Mark 

타입 객체의 최상위 부모가 될 수도 있다. Vertex는 스크린 상의 위치(좌표)만 유지한다. 
따라서 그리는 알고리즘에서는 여러 Vertex들을 하나의 스트로크로 나타낼 수 있다(13

장의 컴포지트 패턴과 15장의 비지터 패턴 참조).

구현 클래스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은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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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하나의 복합 구조를 이루는 Dot, Stroke, Vertex 객체들의 관계

Mark 프로토콜의 구현 클래스들에서 구현하는 복사 메서드인 copy를 계속해서 알아보

자. 첫 번째로 Vertex의 구현 코드가 리스트 3-2에 나와 있다.

리스트 3-2  Vertex.h

#import “Mark.h”

@interface Vertex : NSObject <Mark, NSCopying> 

{

  @protected

  CGPoint location_;

}

@property (nonatomic, retain) UIColor *color;

@property (nonatomic, assign) CGFloat size;

@property (nonatomic, assign) CGPoint location;

@property (nonatomic, readonly) NSUInteger count;

@property (nonatomic, readonly) id <Mark> lastChild;

- (id) initWithLocation:(CGPoint) location;

- (void) addMark:(id <Mark>) mark;

- (void) removeMark:(id <Mark>) mark;

- (id <Mark>) childMarkAtIndex:(NSUInteger) index; // needs to be added to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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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여기서는 어째서 copy 메서드는 없고 그 대신 copyWithZone: 메서드가 있는 것일

까? 그리고 Mark 프로토콜에는 copy 메서드는 있지만 copyWithZone: 메서드가 없는 이

유가 뭘까? Mark 프로토콜에서는 NSObject 프로토콜을 구현한다. 그리고 Mark의 실체 

클래스들은 Mark 프로토콜을 구현하기도 하지만 NSObject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이기도 

하다. NSObject 프로토콜에서는 copy 메서드를 선언하고 있지 않지만 NSObject 클래스

에는 선언되어 있다. 따라서 copy 메서드가 호출되면 NSObject에서 그 호출을 자신의 서

브 클래스에게(NSCopying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전달한다. 그러므로 각 서브 클래스에서는 

자신의 복제 객체를 반환하기 위해 NSCopying 프로토콜에 정의된 copyWithZone:zone 

메서드를 구현해야 한다. 만일 서브 클래스에서 그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으면 NSInvali-

dArgumentException 예외가 발생할 것이다. 자신의 객체를 복제하기 위해 Vertex 클

래스에서 NSCopying 프로토콜의 copyWithZone:zone 메서드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NSObject 프로토콜에서는 copy 메서드를 선언하고 있지 않으

므로 컴파일 시에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Mark 프로토콜에 copy 메서드를 선언하

였다. Vertex는 NSObject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이므로 리스트 3-3과 같이 copyWith-

Zone: 메서드를 구현해야 한다.

- (id) copyWithZone:(NSZone *)zone;

@end

리스트 3-3  Vertex.m

#import “Vertex.h”

@implementation Vertex

@synthesize location=location_;

@dynamic color, size;

- (id) initWithLocation:(CGPoint) aLocation

{

  if (self = [super i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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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라이딩된 copyWithZone: 메서드에서는 [[self class] allocWithZone:zone]을 

사용해서 Vertex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며, 생성된 인스턴스는 현재의 위치(좌표)

로 초기화된다. 여기서 [self class]가 사용된 이유는 Vertex의 서브 클래스들도 이 

copy 메서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Vertex alloc]으

로 하면 Vertex의 서브 클래스들은 자신들의 실제 타입이 아닌 Vertex 타입의 복사 객

 

    [self setLocation:aLocation];

  }

  

  return self;

}

// 디폴트 속성들을 설정

- (void) setColor:(UIColor *)color {}

- (UIColor *) color { return nil; }

- (void) setSize:(CGFloat)size {}

- (CGFloat) size { return 0.0; }

// 아무 처리도 하지 않는 Mark 오퍼레이션들

- (void) addMark:(id <Mark>) mark {}

- (void) removeMark:(id <Mark>) mark {}

- (id <Mark>) childMarkAtIndex:(NSUInteger) index { return nil; }

- (id <Mark>) lastChild { return nil; }

- (NSUInteger) count { return 0; }

- (NSEnumerator *) enumerator { return nil; }

#pragma mark -

#pragma mark NSCopying method

// 이 메서드는 객체 복사를 위해 구현할 필요가 있다

- (id)copyWithZone:(NSZone *)zone

{

  Vertex *vertexCopy = [[[self class] allocWithZone:zone] initWithLocation:location_];

  

  return vertexCopy;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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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반환하게 될 것이다. Vertex는 위치(좌표) 속성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복사 

객체는 일단 현재의 위치 값으로 초기화된 후 반환된다.  

Vertex 객체들은 스트로크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색상(color)이나 크기(size)와 같

은 어떤 다른 정보도 일체 갖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스크린 상에 하나의 점(dot)을 

만들 때는 그 점의 색상이나 크기 정보를 갖는 또 다른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며, 위치(좌

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Vertex의 서브 클래스로 Dot를 생성한다. Dot의 코

드는 리스트 3-4에 있다.

Vertex와 유사하게 여기서도 copyWithZone: 메서드를 구현하여 프로토콜과 연계된 객

체 복사를 지원한다. 구현된 메서드 코드는 리스트 3-5에 있다.

리스트 3-4  Dot.h

#import “Vertex.h”

@interface Dot : Vertex

{

  @private

  UIColor *color_;

  CGFloat size_;

}

@property (nonatomic, retain) UIColor *color;

@property (nonatomic, assign) CGFloat size;

- (id) copyWithZone:(NSZone *)zone;

@end

리스트 3-5  Dot.m

#import “Dot.h”

@implementation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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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초기화 문은 Vertex와 거의 같다. Dot는 두 개 더 많은 속성 타입을 지원하므로, 

private 변수인 color_와 size_를 사용해서 위치와 더불어 색상과 크기 속성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복사되는 객체의 위치와 크기는 0으로 초기화될 수 있지만 색상은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color_ 변수의 기존 값인 CGColor를 사용해서 UIColor의 복사본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 메서드에서는 복사된 객체인 dotCopy를 반환한다.

다음으로 알아 볼 Stroke 클래스 코드는 리스트 3-6과 같다.

@synthesize size=size_, color=color_;

- (void) dealloc

{

  [color_ release];

  [super dealloc];

}

#pragma mark -

#pragma mark NSCopying delegate method

- (id)copyWithZone:(NSZone *)zone

{

  Dot *dotCopy = [[[self class] allocWithZone:zone] initWithLocation:location_];

  

  // 색상을 복사한다

  [dotCopy setColor:[UIColor colorWithCGColor:[color_ CGColor]]];

  

  // 크기를 복사한다

  [dotCopy setSize:size_];

  

  return dotCopy;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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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현 코드는 리스트 3-7과 같다.

리스트 3-6  Stroke.h

#import “Mark.h”

@interface Stroke : NSObject <Mark, NSCopying>

{

  @private

  UIColor *color_;

  CGFloat size_;

  NSMutableArray *children_;

}

@property (nonatomic, retain) UIColor *color;

@property (nonatomic, assign) CGFloat size;

@property (nonatomic, assign) CGPoint location;

@property (nonatomic, readonly) NSUInteger count;

@property (nonatomic, readonly) id <Mark> lastChild;

- (void) addMark:(id <Mark>) mark;

- (void) removeMark:(id <Mark>) mark;

- (id <Mark>) childMarkAtIndex:(NSUInteger) index;

- (id) copyWithZone:(NSZone *)zone;

 

@end 

리스트 3-7  Stroke.m

#import “Stroke.h”

@implementation Stroke

@synthesize color=color_, size=size_;

@dynamic location;

- (id) i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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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elf = [super init])

  {

    children_ = [[NSMutableArray alloc] initWithCapacity:5];

  }

  

  return self;

}

- (void) setLocation:(CGPoint)aPoint

{

  // 어떤 임의의 위치 값도 설정하지 않는다

}

- (CGPoint) location

{

  // 첫 번째 자식 객체의 위치를 반환한다

  if ([children_ count] > 0)

  {

    return [[children_ objectAtIndex:0] location];

  }

  

  // 자식 객체의 개수가 0보다 크지 않으면 원점 값(0, 0)을 반환한다

  return CGPointZero;

}

- (void) addMark:(id <Mark>) mark

{

  [children_ addObject:mark];

}

- (void) removeMark:(id <Mark>) mark

{

  // mark 객체가 이 레벨에 있으면 

  // 그것을 삭제하고 복귀한다

  //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식 객체에서

  // 찾는다

  if ([children_ containsObject:mark])

  {

    [children_ removeObject:mark];

  }



77Mark 복합 객체의 복사 메서드 구현하기

  else 

  {

    [children_ makeObjectsPerformSelector:@selector(removeMark:)

                               withObject:mark];

  }

}

- (id <Mark>) childMarkAtIndex:(NSUInteger) index

{

  if (index >= [children_ count]) return nil;

  

  return [children_ objectAtIndex:index];

}

// 마지막 자식 객체를 반환하는 편리한 메서드

- (id <Mark>) lastChild

{

  return [children_ lastObject];

}

// 자식 객체의 개수를 반환한다

- (NSUInteger) count

{

  return [children_ count];

}

- (void) dealloc

{

  [color_ release];

  [children_ release];

  [super dealloc];

}

#pragma mark -

#pragma mark NSCopying method

- (id)copyWithZone:(NSZon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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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클래스에서는 Vertex나 Dot의 것과 동일한 copyWithZone: 메서드를 구현한다. 
그러나 Stroke의 경우에는 Mark에 정의된 속성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식 객체들에 정

의된 속성들도 복사해야 한다(앞의 코드에서 for 루프로 작성된 것처럼). children_ 컬렉션

(collection) 변수에 포함된 각 자식 객체들은 자신의 복사본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 다음에 Stroke 객체에서는 복제된 자식 객체들을 복제된 스트로크 객체(strokeCopy)

의 새로운 자식으로 추가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객체들이 복제되면, 복제 메서드에서는 

원래 Stroke 객체의 복제본인 strokeCopy를 반환한다.

Mark 프로토콜에 선언되었던 위치 속성이 Stroke의 @implementation에는 @dynamic

으로 정의되었다는 것에 유의하자. 스트로크는 뷰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지 않고 

단지 첫 번째 자식 객체(만일 하나가 있다면)의 위치만을 반환하기 때문이다. 위치 속성과 

관계 있는 접근자(accessor) 메서드로는 오버라이딩된 것이 두 개 있는데, setLocation: 

메서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반면에 location 메서드는 그 스트로크의 첫 번째 자

{

  Stroke *strokeCopy = [[[self class] allocWithZone:zone] init];

  

  // 색상을 복사한다

  [strokeCopy setColor:[UIColor colorWithCGColor:[color_ CGColor]]];

  

  // 크기를 복사한다

  [strokeCopy setSize:size_];

  

  // 자식 객체들을 복사한다

  for (id <Mark> child in children_)

  {

    id <Mark> childCopy = [child copy];

    [strokeCopy addMark:child];

    [childCopy release];

  }

  

  return strokeCopy;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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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객체의 스크린 좌표를 반환한다. @dynamic을 사용하면 그러한 접근자 메서드를 컴파

일러가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synthesize와 반대다). 여기서는 우리가 접근자 메서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dynamic을 사용하였다(스트로크와 같은 복합 객체의 상세한 설명은 13장

에서 한다).

Stroke 객체는 어떤 Mark 객체(참조)도 자식 객체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타입은 Vertex인데, 이것의 목적은 그리는 알고리즘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Dot는 Vertex의 직계 서브 클래스이며, 리스트 3-3에 있듯이 

이미 구현된 copyWithZone: 메서드를 갖고 있다. 

자, 이제는 객체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므로 ‘패턴 템플릿’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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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Mark의 각 서브 클래스 객체들을 복제하여 진정한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 객체 

복사의 한 가지 중요한 용도는 객체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복제(복사)되

는 시점에서 그 객체의 스냅샷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앱에서는 언제 필요할까? 
취소(undo)와 다시 그리기(redo)를 할 때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오퍼레이션 실

행 전에 어떤 객체(예를 들어, document 객체와 같은)의 상태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그 상태 정보는 undo 스택에 저장된다. 그리고 undo 오퍼레이션이 요청되면 해당 객체

(document)의 가장 최근 상태가 복구되어 애플리케이션으로 반환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

우에 객체의 복제는 복잡하고 에러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만일 클라이언트에서 그런 작

업을 처리한다면, 복제가 되는 객체의 클래스(역시 document와 같은)가 약간만 변경되어

도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시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몇 개 안 되는 멤버 변수와 인터

페이스만 갖는 간단한 객체의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를 갖는 복합 

객체를 복제해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복합 객체의 복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이

기 때문이다. 복합 객체는 부담(특히 구조와 자원 측면에서)이 매우 크고 다루기가 까다롭

다. 복합 객체를 복제할 때는 그것의 전체 구조를 훑어가면서 속성들을 갖고 있는 각 노

드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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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정확한 타입을 우리가 모르므로 그것들의 객체 생성은 더욱 까다롭게 된다. 여기

서는 Mark 구현 객체들에 프로토타입 패턴을 구현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

며, 또한 여기서 얘기하려는 패턴 템플릿 기능 구현에도 꼭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 스트로크를 재사용하여 그것을 패턴 템플릿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
리고 CanvasView에 다른 것들을 그릴 때 원형으로 사용할 것이다. 아이디어는 간단하

다. 즉, 특정 Mark(Stroke나 Dot 중 하나인)를 복사하여 CanvasView에 붙여넣기함으로

써 동일한 패턴을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그림 3-6과 같이).

∷ 그림 3-6  원본과 복제본 스트로크가 같이 나타난 패턴—검은색 스트로크는 원본을 나타내며, 회색 스

트로크는 검은색 스트로크의 복사본들이다.

검은색 스트로크는 패턴 템플릿으로 사용되기 전에 저장되었던 원본 스트로크이며, 회

색 스트로크들은 그것의 복제 스트로크들이다. 검은색과 회색 스트로크 모두 같은 형태

다. 복제된 스트로크들은 다른 값의 색상과 위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사용자는 스크린

에 있는 어떤 스트로크든 선택 가능하며, 나중에 재사용될 패턴 템플릿으로 그것을 설정

할 수 있다. 사용자가 패턴을 적용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원본의 복사본을 만들

어 CanvasView에 추가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복사본 스트로크의 색상, 크기, 위치 등

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원본과 복사본 스트로크를 구성하는 최종 구조 정보는 또 다

른 패턴 템플릿으로 저장될 수 있다. 그야말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여기서는 이런 기능에 대해 샅샅이 훑어보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인 코드를 보면서 중

요한 것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머지 코드들은 연습삼아 여러분이 구현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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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패턴 템플릿으로 선택한 selectedMark라는 Mark 인스턴스가 하나 있다고 해

보자. 여기서는 다음 코드와 같이 그것의 복사본을 만들고 templateArray라는 데이터 

구조에 저장할 것이다.

id <Mark> patternTemplate = [selectedMark copy];

//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 patternTemplate을 

// 데이터 구조에 저장한다

[templateArray addObject:patternTemplate];

이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것이 Mark 복합 객

체(하나의 Dot 또는 여러 개의 Stroke(여러 개의 Vertex를 갖는)로 구성)라는 것만 알 뿐이다. 
selectedMark가 복사(copy) 메시지를 받으면 그것의 완전한 복사본이 만들어진다. 그
리고 저장된 패턴 템플릿들 중 하나를 사용자가 CanvasView에 적용하기를 원하면 tem-

plateArray로부터 그것을 꺼낼 필요가 있다(사용자가 지정한 인덱스인 patternIndex를 

사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현재의 Mark 복합 객체에 추가하며, 이 Mark는 다시 현재의 복

합 객체가 된다. 다음 코드를 보자.

id <Mark> patternClone = [templateArray objectAtIndex:patternIndex];

[currentMark addMark:patternClone];

[canvasView setMark:currentMark];

[canvasView setNeedsDisplay];

변경된 Mark 인스턴스를 canvasView에 설정한 후에는 setNeedsDisplay 메시지를 

canvasView에 보내어 그 Mark를 스크린에 그리게 해야 한다.

물론 이 코드처럼 복사본 스트로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것을 스크린에 그리기

가 곤란하다. 원본 스트로크가 아직 있을 경우 그것을 덮어쓰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서

는 Mark에 이미 구현했던 프로토타입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만을 보여주기 위

해서 이 코드를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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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장에서는 TouchPainter 앱의 Mark 복합 객체를 복제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Pro-

totype)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트리 구조로 된 Mark 복합 객체의 완전

한 복사본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깊은 복사가 필수적이다. 23장에서 설명하는 메멘토

(Memento) 패턴에서는 메멘토 객체에 Mark 복합 객체를 저장하기에 앞서 Mark의 완전

한 복사본을 보존한다.

객체를 생성하는 프로토타입 패턴은 가장 간단하고 쉬운 패턴 중 하나다. 다음 장에서

는 또 다른 객체 생성 패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패턴은 같은 타입의 객체를 생

성하기 위해 copy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생성할 객체의 타입을 결정하는 메

서드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