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1 	 객체지향	개념	소개    1

기본 개념     2

객체와 레거시 시스템     3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절차적 프로그래밍     4

절차적 개발에서 객체지향적 개발로 옮겨 타기     9

객체란 정확히 무엇일까?     10

클래스란 정확히 무엇을 일컫는 말인가?     16

시각화 도구로 클래스 다이어그램 사용하기     20

캡슐화 및 데이터 은닉     20

상속     25

다형성     29

합성     33

결론     35

CHAPTER 2 	 객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    37

인터페이스와 구현부의 차이점 이해     39

인터페이스 설계 시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기     47

옮긴이 머리말   x
주요 번역 용어 대조표   xiii
감사의 글   xviii
이 책에 대하여   xix
베타리더 후기   xxv

차례

차례vi



가능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게 제공하기     49

결론     54

참고 문헌     54

CHAPTER 3 	 그	밖의	객체지향	개념들    55

생성자   55

오류 처리   64

범위의 중요성   69

연산자 오버로딩   75

다중 상속   77

객체 연산   78

결론   80

참고문헌   80

CHAPTER 4 	 클래스	해부하기    81

클래스의 이름   82

속성   84

생성자   86

접근자   88

공개 인터페이스 메서드   91

비공개 구현부 메서드   92

결론   93

참고문헌   93

CHAPTER 5 	 클래스	설계	지침    95

현실 세계 시스템 모델링   95

공개 인터페이스 식별   97

튼튼한 생성자나 소멸자가 되게 설계하기    99

클래스에 대한 오류 처리 설계   100

재사용을 고려한 설계   102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102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   106

차례 vii



객체 지속성 사용   110

결론   111

참고문헌   112

CHAPTER 6 	 객체를	사용해	설계하기    113

설계 지침   114

객체 래퍼   121

결론   128

참고문헌   129

CHAPTER 7 	 상속과	합성에	익숙해지기    131

객체 재사용   132

상속   133

캡슐화가 객체지향의 기본이 되는 이유   143

결론   153

참고문헌   154

CHAPTER 8 	 프레임워크	및	재사용: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	설계하기    155

코드: 재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155

프레임워크란?   156

계약이란?   158

전자상거래 사례   173

결론   182

참고문헌   183

CHAPTER 9 	 객체	구축과	객체지향	설계    185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187

합성 유형   190

의존체 회피하기   193

차례viii



카디널리티   195

종합: 예제   199

결론   200

참고문헌   200

CHAPTER 10 	 디자인	패턴    201

디자인 패턴이 필요한 이유   202

스몰토크의 모델/뷰/컨트롤러   204

디자인 패턴의 종류   206

안티패턴   216

결론   218

참고문헌   218

CHAPTER 11 	 의존적이거나	경직된	클래스가	되지	않게	하기     221

합성 대 상속, 그리고 의존성 주입   224

결론   232

참고문헌   233

CHAPTER 12 	 객체지향	설계의	SOLID	원칙    235

객체지향 설계의 SOLID 원칙   237

결론   255

참고문헌   255

찾아보기     257

차례 ix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개념이 처음 도입되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에 객체지향 개념

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말 용어에 제대로 대응해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object를 당시에는 그냥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았고 이를 그냥 ‘물체’라는 말로 부르

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는 ‘개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객

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도 이 용어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객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어였습니다. object가 

철학적으로는 ‘객관’을 의미하며, 객관화된 사물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객관체’나 ‘객관소’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를 줄여서 ‘객체’라고 불렀다고 생각합니다(어쩌면 ‘그냥 subject가 주체니까 이에 

대비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인 object는 객체라고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새로운 지식을 다루는 원어를 잘 표현할 번역 용어를 정착하게 하려면 큰 비난을 

감수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새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비난하거나, 자기나 동종업계가 쓰던 

관행과 일치하지 않아서 비난하거나, 뭘 잘 몰라서 비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

다(사실, 귀찮은 걸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존재하는 한은 아마도 이런 일이 언제나 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번역 용어를 도입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번역 용어가 얼토당토않는 것이거나, 개념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이거나, 개념을 명확하

게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의 다양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 나오는 implementation의 번역어인 ‘구현’이라는 말이 개념을 명확하게 구

분하기 어렵게 번역한 용어에 속합니다. 사실, 영어는 한 가지 단어를 여러 의미로 쓰는 경우

가 많은 언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책에서도 ‘구현(하다)’이라는 뜻, 구현을 담당하는 부

분이라는 뜻, 구현해 만든 것이라는 뜻을 모두 뭉뚱그려서 implementation이라는 한 가지 단

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는 각기 구현(하다), 구현부, 구현체처럼 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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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드러내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굳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관행대로 그냥 ‘구현’

으로 다 표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이 책의 저자가 진정으

로 전달하고자 하는 진의를 전달하기 어렵게 됩니다. ‘구현체’라는 말을 ‘구현’에서 떼어 내 구

별해서 써야만 ‘컴퓨터 메모리상에 구현된 클래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그래야만 객체와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기술 수준이 아닌 개념 수준, 더 나아가서는 철학 수

준에서부터 고찰하고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탄탄한 개념적 기반, 철학적 기반을 

다짐으로써 객체지향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과정을 정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저자

의 진의와 이런 진의에 따라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 및 철학적 사고방식을 제대로 전달

하려면, 동일한 영어 단어일지라도 내포하는 개념이 서로 다르면 각기 다른 번역어로 표현해야 

하고 철학 용어나 철학적 용어 표기 방식(‘-소’와 ‘-체’로 끝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다소 철학적이면서도 사변적인 번역어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용어도 다르게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을 이 ‘옮긴이 머리말’

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주요 번역 용어 대조표’ 부분에 실어 두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한 용어들이 아마도 대다수 독자 여러분에게는 낯설게 다가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술자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이든 그 기술의 기초가 되는 원리나 원

칙이나 철학은 어려운 법입니다. 이 책도 ‘객체지향 기술을 다룬다’기보다는 객체지향식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다룬, 철학적이면서도 사변적인 면이 많은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기가 

쉽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일단 무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 원리나 철학을 익

혀 두면 무궁무진한 술기를 창안해 내며 고수가 될 수 있듯이, 다소 어려워 보이는 이 책의 내

용과 번역 용어에 익숙해지면 단순히 객체지향 기술을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객체지향적

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익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자연스러워지는 경지에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실무 현장에 아예 정착되어 버린 용어에 대해서는 베타리더들의 의견

을 받아들여 더 널리 쓰는 용어로 표기했습니다(대표적으로는 원래 ‘합성체’로 번역하려 했던 ‘컴포지션’을 

들 수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꽤 많은 역주를 썼다가 다시 삭제했습니다. 이

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베타리더의 의견에 수긍한 이유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독자가 이해하

기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늘 딱 한 발자국만 앞서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데, 이게 어느 정도가 한 발자국인지를 가늠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옮긴이 머리말’ 다음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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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주요 번역 용어 대조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소한 몇 개 단어는 현장의 용례를 따랐습니다. 표에 

나오는 말 중에 영어로 음차한 말들이 모두 그러한 예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 책에 나오는 코드는 자바 언어 형태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바 언어 형태의 표기 방식을 빌려 쓰는 것일 뿐, 자바 

언어 문법이나 자바 언어 관행을 충실히 따르는 코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달을 가

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을 빌렸을 뿐이니, 손가락 모양이 적절치 않다고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

면 합니다. 그러나 저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나 코딩 관례에 무지한 사람은 아니어서 적절하지 

않거나 예쁘지 않은 손가락들이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코딩 

스타일이나 저자가 작성한 코드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코드를 첨삭할 수는 없었습니다. 들

여쓰기나 띄어쓰기 정도를 고치는 거야 손가락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 주는 일에 불과하니 제

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손가락을 마음대로 베고 깎고 덧붙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몇 군데 손톱을 깎아 낸 곳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베타리더의 

열정적인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정말로 자바식 표현도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베타리더

가 제시한 코드 중에 몇 가지를 원래 코드의 역주로 처리해 넣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오래 기다려 주시고 애써 주신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과 

이 책이 완결될 수 있게 애써 주신 베타리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베타리더 

분들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마치 자신이 번역하는 책인 것처럼 오류를 잡아내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의 품질을 높인 일 중에 절반은 아마도 베타리더로 활동해 주신 분

들의 몫일 것입니다.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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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나오는 용어들 중 주요 번역 용어를 정리해 두었다. 참고로, 이 표의 ‘번역 용어’ 항목

에 있는 용어 중에는 이 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도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을 알아 두면 좋겠

기에 함께 기재해 두었다.

구분 원문에 표기된 꼴 기존 용례 번역 용어 해설

 구현 

implementation 구현 구현 무엇인가를 현실화하는 행위

implements/an 

implement(또는 

implementations/
an 

implementation)

구현 구현부 객체 내에서 구현을 담당하는 코드를 말한다. 따라서 

인터페이스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그냥 

‘구현’이라는 말로 널리 쓰인 단어인데, 이 단어로 번역

해 버리면 책의 내용이 흐트러지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이 책에서는 구현

부로 표기했다. 객체 중에서 다른 객체와 접속(인터페이

스)을 담당하는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그중에서도 

특히 내부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구

현소’로 번역하면 더 정확하지만, 이 책에서는 전기공학 

패러다임을 차용한 점을 들어 ‘구현부’라고 번역했다.

implements/an 

implement(또는 

implementations/
an 

implementation)

구현 구현체 무언가를 구현하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말한

다. 이는 객체의 구현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

각이나 청사진을 프로그램 코드로 현실화해 놓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현부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는 

컴퓨터 메모리에서 구현체가 된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

되면 컴퓨터 메모리에는 클래스(부류체)가 아닌 클래스

의 ‘구현체’가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 구현체를 인스

턴스화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스턴스(사례체)가 된

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객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이 클래스와 구현체, 인스턴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구

현이라는 말로부터 구현체라는 말을 따로 구분해 내야

만 이와 같은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는 16페이지의 ‘클래스란 정확히 무엇을 일컫는 말인

가?’라는 단락 바로 위에 있는 ‘구현체와 객체를 구별하

는 문제’라는 팁을 참고하자. 

	구현,	인터페이스	

주요 번역 용어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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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에 표기된 꼴 기존 용례 번역 용어 해설

 구성 

construction 구성 구성 무엇인가를 이루는 행위 

constructs/ 
a construct

컨스트럭트 컨스트럭트 무엇인가를 구성하는 데 쓰는 기본 요소. 비유하자면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사, 볼트나 그 밖의 부

품 같은 것을 말한다. 철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구성소’가 되지만, 이 책에서는 실무 관행에 맞춰 

달라는 베타리더의 의견을 받아들여 책의 본문에 

한해서 ‘컨스트럭트’로 번역했다.

constructs/ 
a construct

컨스트럭트 컨스트럭트 무엇인가로 이뤄진 것. 비유하자면 각종 부품이라는 

구성소로 이뤄진 로봇.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닌 말로써 ‘구성체’라고 부른다. 그러

나 이 책에서는 실무 관행에 맞춰 달라는 베타리더

의 의견을 받아들여 책의 본문에서는 ‘컨스트럭트’

로 번역했다.

 구상 

concrete 구상 구상 추상의 반대말로 구체성을 띈 상태. 참고로, 구체

성을 띄게 하는 행위는 concretion이다(우리말로는 

‘구상화’).

concretes/ 
a concrete

구상 구상소 구체성을 띄게 하는 요소 

	구성,	구상,	추상	

interface 인터 

페이스

인터 

페이스

접속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번역어로는 ‘접속’

이 적절하겠으나, 현재 거의 모든 프로그래머가 인

터페이스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베타리더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냥 인터페이스로 표

기했다.

interfaces/ 
an interface

인터 

페이스

인터 

페이스

원래는 ‘구현부’에 대비되게 ‘접속부’로 표기하는 게 

맞겠으나, 현재 거의 모든 프로그래머가 인터페이스

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베타리더

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냥 인터페이스로 표기했다. 

‘접속소’로 번역한다면 더 정확했을 용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전기공학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어서 

전기공학의 용례대로 일단 접속부를 병기했다.

interfaces/ 
an interface

인터 

페이스

인터 

페이스

접속을 담당하게 만든 어떤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접속부만 있는 객체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다. 번역어

로는 ‘접속체’가 적절하겠으나, 현재 거의 모든 프로

그래머가 인터페이스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야 한다는 베타리더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냥 인터페

이스로 표기했다.

인터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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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에 표기된 꼴 기존 용례 번역 용어 해설

concretes/ 
a concrete

구상 구상체 추상 클래스나 추상 메서드와 같은 추상체의 반대말. 

즉, 구상 클래스나 구상 메서드와 같은 것들. 즉, 구상

소가 포함되어 구체성을 띄게 된 것

 추상 

abstract 추상 추상 구체성을 띄지 않은 상태. 참고로, 추상성을 띄게 하는 

행위는 abstraction이다(우리말로는 ‘추상화’). 

abstracts/ 
an abstract

추상 추상소 추상성을 띄게 하는 요소

abstracts/ 
an abstract

추상 추상체 추상 클래스나 추상 메서드와 같은 것. 즉, 구성소가 

들어 있지 않은 것. 또는 추상소만 있는 것

구분 원문에 표기된 꼴 기존 용례 번역 용어 해설

 합성 

composition/

composite
컴포지션, 조립, 

합성, 구성, 

조성, 복합, 

컴퍼짓

합성 다양한 것들을 한데 모아 새것을 만드는 행위. 예

를 들어, 기본 클래스를 가지고 더 복잡한 클래스

를 만드는 행위

composites/ 
a composite

컴포지션, 조립, 

합성, 구성, 

조성, 복합, 

컴퍼짓

컴포지션 합성하는 데 쓰이는 기본 요소. 기본 클래스(또는 기

본 객체)가 이에 해당한다.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

하자면 ‘합성소’가 번역으로 제격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실무 관행에 맞춰 달라는 베타리더의 의

견을 받아들여 ‘컴포지션’으로 번역했다.

composites/ 
a composite

컴포지션, 조립, 

합성, 구성, 

조성, 복합, 

컴퍼짓

컴포지션 합성소들을 한데 모아 만든 것. 예를 들면, 객체들

로 더 복잡하게 구성한 객체를 복합 객체(complex 
objects)라고 하는데, 기본 객체는 합성소이고 복

합 객체는 ‘합성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실무 관

행에 맞춰 달라는 베타리더의 의견을 받아들여 

‘컴포지션’으로 번역했다.

 조립 

assembly 조립 조립 다양한 것들을 한데 모아 새것을 만드는 행위. 합

성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assemblies/ 
an assembly

조립, 어셈블리 어셈블리 조립하는 데 쓰이는 기본 요소. ‘조립소’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어지만, 실무 관례를 반영해야 한다는 

베타리더의 의견에 따라 ‘어셈블리’로 번역했다. 

assemblies/ 
an assembly

조립, 어셈블리 어셈블리 조립소들을 한데 모아 만든 것. 이 책의 저자는 컴

포지션(합성체)과 어셈블리(조립체)를 구별해 사용

하고 있다. ‘조립체’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어이지

만, 실무 관례를 반영해야 한다는 베타리더의 의

견에 따라 ‘어셈블리’로 번역했다.

	합성,	조립,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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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에 표기된 꼴 기존 용례 번역 용어 해설

 응집 

aggregation 응집,  

집합연관,  

집합

응집 다양한 것들을 강하게 서로 묶어 새것을 만드는 

행위. 참고로 응집을 이룬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는 aggregate다. 응집을 이 책에서는 합성의 한 

가지 형태로 여긴다. 즉 ‘강하게 묶이게 하는 합성’

이 응집이다. 

aggregates/ 
an aggregate 
(또는 aggregations/ 
an aggregation)

응집 응집소 응집하게 하는 데 쓰이는 기본 요소

aggregates/ 
an aggregate 
(또는 aggregations/
an aggregation)

응집, 

집합체

응집체 응집소들을 한데 모아 만든 것

 결합 

association 결합, 연관, 

순수연관

결합 무언가를 서로 관련시키는 행위. 원래는 ‘연관’이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어다. 그러나 관례적으

로 결합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베타

리더의 의견에 따라 ‘결합’으로 번역했다. 응집보

다는 더 느슨하게 묶는 행위다. 참고로, 결합된 상

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associate다. 그리고 이 책

에서는 결합을 합성의 한 가지 형태로 여긴다. 즉, 

‘약하게 결합하는 합성’이 결합이다.

associates/ 
an associate 
(또는 associations/
an association)

결합/결합체 결합소 결합을 이루는 데 쓰이는 기본 요소

	응집,	결합,	복합	

구분 원문에 표기된 꼴 기존 용례 번역 용어 해설

 의존 

dependency

(또는 dependent)

의존성, 

종속성

의존 서로 기대는 상태. 합성(응집이나 결합)을 통해 

각 클래스는 서로 의존하게 된다.

dependencies/ 
a dependency

(또는 dependents/ 
a dependent)

의존성, 

종속성

의존소 의존하는 관계를 이루는 기본 요소.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을 여러 컴포넌트가 모여서 구성하고 

있을 때 시스템은 의존체에 해당하고 각 컴포넌

트는 의존소에 해당한다. 

dependencies/ 
a dependency

(또는 dependents/ 
a dependent)

의존성, 

종속성

의존체 의존소들이 서로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 컴포지

션(즉, 응집체나 결합체를 아우르는 말인 합성체)

이든 어셈블리(즉, 조립체)이든 이 모든 것을 아우

르는 말인 복합체이든 모두 의존체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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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associates/ 
an associate 
(또는 associations/ 
an association)

결합/결합체 결합체 결합된 것. 응집체보다는 약하게 묶인 것을 말

한다.

 복합 

compoundation 복합 복합 응집이나 결합이라는 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말

이다. 참고로 복합을 이룬 상태를 나타내는 단

어는 compound다.

compounds/ 
a compound

복합/복합체/

컴파운드

복합소 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

compounds/ 
an compound

복합/복합체/

컴파운드

복합체 복합을 이룬 것. 응집체와 결합체를 모두 아우

르는 말

구분 원어 기존 용례 번역 용례 해설

couple 결합하다 묶다 associate를 ‘결합하다’로 번역했으므로 ‘묶다’라는 

번역 용어로 대체했다. 

coupling 결합 묶음 association을 ‘결합’으로 번역했으므로 ‘묶음’이라

는 번역 용어로 대체했다. 

coupluled 결합한 묶은 associated를 ‘결합된’으로 번역했으므로 ‘묶은’으로 

번역했다.

기타	번역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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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온 초판부터 4판에 이르기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 5판에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보

태졌다. 노력을 기울여 준 많은 사람들의 공로를 가능한 한 시간을 내어 보상해 드리고 싶다. 

그들 없이는 이 책이 결코 나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도움을 준 아내 샤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이 긴 과정 전반에 걸쳐 지

원하며 격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내내 첫 편집자 역할도 맡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후원해 준 어머니와 그 밖의 모든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책의 초판 작업이 1998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면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5판까지 나오

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필자는 피어슨에 재직 중이던 모든 이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특

히, 편집자인 Mark Taber 및 Tonya Simpson과 협력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뻤다.

Jon Upchurch에게는 많은 코드와 원고를 대상으로 기술 편집을 진행하면서 보여준 전문 지식

에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한다. 놀라운 기술적 주제에 대한 Jon의 통찰력이 필자에게 큰 도움

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딸 스테이시와 스테파니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늘 필자의 발가락 밑에 있어 준 

고양이 파울로에게도 말이다.

— 맷 와이스펠드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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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객체지향적(Object-Oriented, OO)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다룬

다. 책의 주제와 제목을 선택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아주 개념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하

기는 쉽지 않다. 여러 책이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에 대해 다양한 난이도에 맞춰 객체지향 분

석, 객체지향 설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디자인 패턴, 객체지향 데이터(XML), UML, 객체지

향 웹 개발, 객체지향 모바일 개발, 다양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및 그 밖의 객체지향 프

로그래밍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책을 깊이 있게 학습해 본 사람들일지라도 여기서 다루는 모든 주제가 단 

한 가지, 즉 여러분이 객체지향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놓치곤 한

다. 종종 많은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학생은 코드 뒤에 숨어 있는 설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

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쏟지 않은 채로 이러한 책들에 뛰어든다.

필자는 특정 개발 방법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일련의 설계 도구를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객체지향 개념을 배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편이다. 객체지향 개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각

하는 방식이다. 이 책은 전적으로 객체지향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다.

객체지향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나 개발 관행 및 개발 도구를 따

로 떼어 두기는 쉽지 않다. 종종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 영역에 발부터 들이밀

고 난 후에 비로소 객체지향 개념들을 소개받고는 한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많은 C 프로

그래머들은 객체지향 개념에 조금이라도 노출되기 전에 먼저 C++로 곧바로 옮겨 타야 했고, 

그러고 나서야 객체지향에 관해 소개를 받기도 했다. 

또한, 객체지향 개념을 학습하는 일과 객체지향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이 서로 다르

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의 초판을 쓰기 전에 필자는 크레이그 라만(Craig Larma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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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e UML Is - and Isn’t(UML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등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췄다.

불행하게도, 소프트웨어공학 및 UML 다이어그램 언어와 관련해 UML 표기법을 읽고 쓰는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 때때로 객체지향 분석에 필요한 기술이나 객체지향 설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중요하

다. 따라서 UML 표기법을 사용한다거나 컴퓨터 보조 설계(CASE) 도구를 사용하는 일보다는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와 관련한 지적 능력을 가장 앞세우는 교육 과정이나 교재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UML 같은 모델링 언어를 배우는 과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객체지

향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객체지향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UML을 배

운다는 것은, 전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전기 회로도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비

슷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벌어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C 프로그래머는 

객체지향 개념에 직접 노출되기도 전에 C++로 옮겨 타야 했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객체지향 

영역으로 이동했다. 프로그래머들과 면담해 보면 거의 항상 그랬다고 말할 것이다. C++ 프로

그래머라고 주장하는 개발자가 사실은 C++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C 프로그래머일 뿐이었다. 

지금도 C#.NET, VisualBasic.NET, Objective-C, 스위프트 및 자바와 같은 언어가 잘 확립되

어 있으므로 면담 시에 몇 가지 핵심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래머가 객체지향을 제대

로 이해하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비주얼베이직의 초기 버전은 객체지향적이지 않았다. C언어는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며, C++

는 C와 역으로 호환되도록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C 구문만 사용한다면 C++의 모든 객체지

향 기능을 묻어둔 채로도 C++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다. Objective-C는 표준 ANSI C언어

를 확장하도록 설계된 언어다. 더 나쁜 것은 프로그래머가 충분한 객체지향 기능을 사용하면

서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머나 비객체지향 프로그래머가 이해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기본적인 객체지향 개념을 배워 둬야만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직접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시간을 내어 먼저 객체지향 사고 과정을 배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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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에서	달라진	점

앞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초판에서 필자는 새롭게 떠오른 신기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

념을 충실하게 다루는 데 집중할 생각이었다. 필자는 5판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목표를 고

수하지만, 이번 판에서는 이전 판보다 더 많은 ‘논쟁거리’를 도입했다. 이런 면에서 필자는 지금

까지는 객체지향 개발이라는 것이 프로그래머 세계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였지만, 지금은 이게 

유일하게 큰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 책의 초판이 1999년에 완성된 이후로도 많은 기술이 등장했지만, 그중 일부 기술은 사라

졌다. 당시에 자바는 이제 막 나온 언어였음에도 주요한 객체지향 개발 언어였다. 웹 페이지는 

곧 일상생활과 사업 활동에 필수재가 될 것으로 보였다. 우리는 모두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

는 유비쿼터스형 모바일 장치에 필요한 기술들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알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XML, JSON, CSS, XSLT, SOAP, RESTful 등의 웹 서비스를 개발

했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자바를 사용하고(지금은 코틀린으로 전환 중) iOS 기기는 Objective-C

와 스위프트를 사용한다.

즉, 지난 20년 동안(즉, 이 책의 1판부터 4판이 나오는 동안) 많은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 모든 기술

을 초판의 기본 의도인 기초 객체지향 개념에 맞춰 요약하려는 게 이번 5판의 주요 목표다. 무

슨 이유에서든 필자는 이 책의 초판이 성공한 이유가 기본적인 객체지향 개념에 초점을 맞췄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기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번 판에서 요약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정을 모두 이룬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궁극적으로 모두 설계 방법론으로 아우른다면 그 개념을 

SOLID라는 약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SOLID라는 개념은 이 책의 모든 장에서 다룰 뿐만 

아니라, 책의 끝 부분에 두 개의 새로운 장을 추가해서 다루고자 한다. 

SOLID를 이루는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SRP: 단일 책임 원칙(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 OCP: 개방/폐쇄 원칙(Open/Close Principle)

• LSP: 리스코프 대체 원칙(Liskov Substitution Principle)

• ISP: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 DIP: 의존성 반전 원칙(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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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종종 이 책의 앞부분을 이루고 있는 9개 장을 고전적인 객체지향 원칙이라고 여길 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장에서는 디자인 패턴과 의존

성 회피 및 고전적인 원칙들을 기반으로 구축한 개념인 SOLID를 사용해 강력한 방법론을 표

출한다.

이	책의	접근방식

필자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모델링 언어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객체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과정

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확실히 믿는 편이다. 이 책에는 코드와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이 

가득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나 UML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개념부터 배워야 한다고 필자가 말해 왔음에도 이 책에는 왜 이렇게도 많은 코드와 클

래스 다이어그램이 있을까?

첫째, 객체지향 개념을 설명할 때 코드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쓰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

다. 둘째, 코드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객체지향 과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입문 수준에서

부터 다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바, C#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클래스와 클래스의 속성 및 메서드를 설명하는 시각적 도구로 사

용하는 것이 아주 좋다. 실제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 책에서 사용된 UML의 유일한 구성

요소다.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객체 모델의 개념적 본질을 훌륭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필자는 클래스 설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클래스끼리 서로 어떤 식으로 관련되

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객체 모델을 교보재로 삼아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 책의 예제 코드에서는 루프 및 함수 등의 개념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

해 코드 자체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코드 자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면 해당 코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언어의 구문을 다루는 책으로 따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이 자바, C#.NET, VB.NET, Objective-C, 스위프트 또는 UML을 알려주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책이 개념 중심의 책이라는 점을 꼭 이해해야 하며, 이 책에 나오

는 예제 코드는 클래스를 설계하는 최적의 방법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게 아니고 여러

분이 객체지향 개념에 대해 생각하기 위한 보충 교재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점도 이해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펭귄’과 ‘짖지 않는 개’를 사용해 모델을 만들 일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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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만, 개념을 재미있게 설명하기에는 좋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이 책이 객체지

향 분석이나 객체지향 설계 및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같은, 그 밖의 객체지향 주제에 대한 여

러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바란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측면에서 소개한 책이다. 이 주제를 보

강하기 위해 코드를 예로 드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었겠지만, 개념(concepts)이라는 용어가 중

요하므로 코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독자가 객체지향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

었다. 무엇보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고유한 패러다임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그저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도구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1995년에 이 책의 초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초기 단계에 있었다. 객

체지향 언어를 담은 그릇(예를 들면, 스몰토크) 외에는 객체지향 언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

았기 때문에 그 당시가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객체지향 구조를 강요하지 않은 C++ 언

어는 지배적인 언어였지만, C 기반 언어였다. 자바 1.0은 1996년에 나왔고, C# 1.0은 2002년에 

나왔다. 실제로 이 책 초판이 1999년에 출간되었을 때 객체지향이 실제로 주요 개발 패러다임

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려웠다. (자바 2는 1998년 12월에 이르기까지도 출시되지 않았다.) 객체지

향 프로그래밍이 현재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메꿔야 할 흠집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라는 갑옷에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초판을 읽었던 독자와 이번 판을 읽을 독자는 서로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1995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던 많은 프로그래머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예(art)에 맞춰 다시 교육을 받았다. 이 학생들의 대다수는 대학과 직장에

서 코볼, 포트란, C, 비주얼베이직을 배우며 자랐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대학 졸업, 비디오 게

임 작성, 웹사이트 제작 또는 모바일 앱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객체지향 언어

를 사용한다. 따라서 5판의 접근 방식은 초판이나 2판과 크게 다르다. 구조적 프로그래머에게 

객체지향 개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대신에 객체지향 언어로 성장해 온 프로그래머를 가르쳐

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 관리자, 설계자, 개발자, 프로그래머 및 프로젝트 관리자가 모두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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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객체지향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이 책이 적합하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더 발전된 주제를 다루는 그 밖의 책으로 옮겨 타기 위한 강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	의견

이 책의 독자인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비평가이자 논평가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옳은 일, 더 잘할 수 있는 일, 출판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을 듣길 원한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한다. 이 책에 대해 좋은 점이나 나쁜 점 또는 더 나은 책을 만

들기 위한 조언을 이메일 혹은 글로 남겨 주기 바란다.

이 책의 주제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관해서는 도울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린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책의 제목과 저자 및 여러분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기 바란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검토한 후에 저자 및 편집자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메일 주소는 community@informit.com이다.

예제	코드

이 책의 예제 코드는 https://github.com/Jpub/TOOTP5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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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야놀자)

자바 언어로만 개발을 만 5년 꽉 채우고 6년 차인 개발자입니다. 자바를 사용하는 것이 곧 객

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은 알았지만, 이 책을 보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개념적 사항을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초심자보다도 객체지향 개발을 해보며 내가 

정말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송재욱(우아한형제들)

객체지향 개념에 대해 자세히 기술된 책입니다. 객체지향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 코드가 객체

지향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코드가 객체지향 언어를 절차지향 방식으로 짜

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없이 실무에 들어갔을 때 하기 쉬운 

실수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코드보다 개념 해설이 더 많아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탄탄한 

기초를 갖추기 위해 이런 책 한 권쯤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모(현대오토에버)

이 책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간결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객체지향 언어를 

처음 접하는 경우나, 개념을 다시 정리하기에 좋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

본기를 다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신입 시절에 도서관에서 이 책의 구판을 빌려 읽은 적이 있는데, 아마 책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학습의 방향을 잡고 실무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을 해오면서 책에 제시한 내용을 체득하고 거기에 더해 기존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으로 다시 읽어보고 리뷰를 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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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최용호(넥슨코리아)

개발자에게 객체지향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개발에 적용

하는 개발자는 흔치 않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

행착오와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객체지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

념을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애매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

쓴 역자의 고충이 엿보였습니다. 객체지향을 제대로 익히고 싶은 개발자에게 꼭 추천하고 싶

은 책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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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객체지향(Object-Oriented, OO) 소프트웨어 개발이 1960년대 초부터 계속 이어져 왔지만, 프로

그래머들 중 대다수는 이런 점을 잘 모른다. 스몰토크나 C++와 같은 대중적인 객체지향 프로

그래밍 언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었음에도, 객체지향 패러다임은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

르러서야 비로소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객체지향 방법론의 등장은 인터넷이 비즈니스 플랫폼이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요컨대, 객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작동한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진즉에 열렸다는 점이 명확해진 후에야 비로소, 새롭게 출현한 웹 기반 기술을 개발하

기에는 객체지향 기술이 적합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책의 첫 번째 장 제목이 ‘객체지향 개념 소개’라는 점을 말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 책에서

는 ‘기술’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면을 다루기보다는 ‘개념’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면을 다룬다. 기

술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매우 빠르게 새 기술로 대체되지만, 개념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필

자는 ‘진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변화한다는 점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진화적 측면이 ‘개념’에 초점을 맞추기에 아주 적합하다. 

개념은 일관성을 보이더라도 늘 새롭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아주 흥미로운 토론 거리가 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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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년 동안 이뤄진 이와 같은 진화 과정을 쉽게 되짚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1990년

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최초의 기본 브라우저가 나타난 이래로, 오늘날의 지배적인 모바일/
전화/웹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기술의 발전에 맞춰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진화해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하이브리드 앱 등을 모색할수록 새로운 개발 방식 또

한 더 가까이 다가선다. 이 모든 여정에 걸친 각 여행 구간마다 객체지향 개념이 자리 잡고 있

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다룰 주제들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객체지향 개념은 25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기본	개념

이 책에서는 객체지향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적으로 객체지향 언어는 캡슐화와 상속 및 다형성으로 정의되어 왔다(필자는 이것

을 ‘고전적인’ 객체지향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어떤 한 언어가 이러한 측면들을 모두 구현하지 않

으면 일반적으로 객체지향적 언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필자는 이 세 가지 개념을 혼합한 

것 외에도 항상 합성이라는 개념도 추가해 넣는다. 따라서 객체지향 개념을 목록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 캡슐화(encapsulation)

• 상속(inheritance)

• 다형성(polymorphism)

• 합성(composition)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개념들을 모두 자세히 다뤄 볼 생각이다.

이 책의 초판에서부터 고심해 온 문제 중 하나는 늘 변화하는 현재의 설계 관행에 이와 같은 

개념들을 직접 연관시키는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객체지향 설계 시에 상속을 사용해야 하는

지에 관해 늘 논쟁이 벌어졌다. 상속이 실제적으로는 캡슐화를 깨뜨리는가? (이 주제는 다음 장

에서 다룰 것이다.) 지금도 많은 개발자들이 가능한 한 상속을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굳이 상

속을 사용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늘 그렇듯이 개념들을 고수하는 게 필자의 접근방식이다. 상속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

은 최소한 상속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므로, (상속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설계 방식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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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있다. 코드를 유지보수할 때 거의 확실하게 상속을 사용한 코드를 보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이 상속을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상속을 공부해 두어야 한다.

소개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의 대상 독자는 기본적인 객체지향 개념을 일반적으로 소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장에서는 기본적인 객체지향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설계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토대를 탄탄하게 쌓

길 바란다. 이 소개 부분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이후에 나오는 여러 장에 걸쳐서 다룰 주제들

에 다 잇닿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주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데 필요하다. 

객체와	레거시	시스템

객체지향이 주류가 되면서 개발자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새로운 객체지향 기술을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 즉 ‘구형 시스템’ 또는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도 부르던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서로 다른 것으

로 여겼는데, 이런 개발 패러다임이 그 시절에는 가장 지배적이었다. 

필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러한 패러다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객체들은 구조적 코드와 잘 통

합되므로 보완적이다. 지금도 종종 필자는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하는가, 아니면 객체지향 프

로그래밍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망설임 없이 필자는 양쪽 방식을 다 쓴다고 대답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말하자면, 객체지향 코드는 구조적 코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객체지

향적이지 않은 많은 레거시 시스템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데도 굳이 변경하거나 교체

해서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있을까? 단지 변화할 요량으로 레거시 시스템을 변경하는 일은 하

지 않는 편이 대체로 더 바람직하다. 객체지향적이지 않은 코드로 작성된 시스템은 본질적으

로 잘못된 것이 없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경우라면 객체지향 기술을 반드시 고려해

야 한다(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난 25년 동안 객체지향 개발 방식이 꾸준하고 현저하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인터넷과 모바

일 인프라와 같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객체지향 개발이 더욱 주류가 되었다. 브

라우저 및 모바일 앱에서 수행하는 처리(transaction)가 폭증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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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새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레거시 문

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레거시 시스템을 객체 래퍼로 둘러싸는 경향이 있다.

객체 래퍼

객체 래퍼(object wrappers)는 다른 코드를 둘러싸는 객체지향 코드다. 예를 들어, 구조적 코드(예: 루

프 및 조건)를 객체 래퍼 내부에 둠으로써 객체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객체 래퍼를 사용해 보안 기능, 

이식 불가능한 하드웨어 기능 등을 둘러쌀(wrap) 수도 있다. 구조적 코드를 포장하는 일은 6장 ‘객체

를 사용해 설계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레거시 코드(legacy code, 즉 ‘기존 코드’)와 

모바일 및 웹 기반 시스템을 통합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모바일 웹 프런트엔드는 궁극

적으로 메인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에 연결된다. 메인 프레임과 모바일 웹 개발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아마 객체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일상 생활에서 객체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경험은 자동차를 탈 때, 휴대전화로 이야기할 때, TV를 볼 때,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그 외 기타 여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초고속 통신망이 본질적으로 객체 기반 고속도

로가 되었다. 기업이 모바일 웹을 선호하게 되면서, 전자 상거래에 사용되는 기술이 대부분 객

체지향이므로 객체도 선호하게 되었다.

모바일 웹

의심의 여지없이 인터넷의 등장은 객체지향 기술로의 전환에 큰 자극을 주었다. 네트워크에서 사용

하기에는 객체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주요한 방식으로 이런 혼합체에 합류했다. 이 책에서 모바일 웹이라는 용어는 모

바일 앱 개발 및 모바일 웹 개발과 관련된 개념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웹 및 모바일 장치의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절차적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개발의 장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인 ‘객체는 정확히 무엇

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 질문은 복잡하면서도 단순하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배우기 쉽

지 않다는 점에서는 복잡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미 객체(물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며 산다

는 점에서 보면 간단하다.

CHAPTER 1  객체지향 개념 소개4



팁

객체지향 전문가인 로버트 마틴(Robert Martin)이 발표한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보면 ‘사람들이 객체라

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말은 마케팅 담당자가 지어낸 문구라는 의견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만

한 점이 있는 말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게 된다면 사람을 일종의 객체(objects)1로 간주하게 된다. 

그리고 객체는 속성과 행위라는 두 가지 성분으로 정의된다.2 사람에게는 눈 색깔, 나이, 키 등

과 같은 속성(attributes)이 있다. 또한, 사람은 걷기, 말하기, 호흡 등과 같은 행위(behaviors)를 한

다. 객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따르자면 객체란 데이터와 행위라는 양면(both)을 포함하는 엔

터티(entity)3다. ‘양면’이라는 단어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다른 프로그래밍 방법론과의 주요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절차적 프로그래밍에서 코드는 완전히 다른 함수나 절차와 구별된다.

이상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절차는 ‘블랙 박스’가 되고, 이 블랙 

박스로 입력 내용이 들어가면 출력 내용이 나온다. 데이터는 별도의 구조로 배치되며, 이러한 

함수 또는 절차에 맞춰 다뤄진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절차적 프로그래밍과의 차이점 

객체지향 설계에서 속성과 행위는 한 가지 객체 안에 모두 포함되는 반면에, 절차적 설계나 구조적 

설계에서는 속성과 행위가 일반적으로 분리된다.

입력 출력

그림 1.1 블랙 박스

1  옮긴이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개체’나 ‘사물’ 또는 ‘물체’나 ‘객관적 인식 대상’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철학 용어로 말하자면 

‘대상’이나 ‘객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객관을 표현한 어떤 ‘체’를 ‘객관체(object)’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줄임말이 ‘객체’인 것이

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엔터티에 관한 주석과 비교해 보자.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주석을 다는 이유는 ‘객체’ 또한 저자가 앞으로 

언급하는 여러 ‘체’의 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 ‘객체지향’ 관련 개념과 

용어를 혼동스러워한 부분이 있다. 다행히 이 책의 저자는 ‘결합/결합체’, ‘응집/응집체’, ‘의존/의존체’, ‘합성/합성체’ 등으로 어떤 

‘성질’과 그러한 성질로 구성된 체, 즉 ‘성질체’를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이 책에서는 현장의 언어 사용 관행에 맞춰 composition은 

‘합성’으로, composite는 ‘합성체’가 아닌 ‘컴포지션’으로 번역했다.

2  옮긴이  사실 여기서도 속성과 행위는 각기 ‘속성체’와 ‘행위체’라고 불러야 개념을 더 정확히 드러내는 말이 된다.

3  옮긴이  엔터티란 우리말로는 ‘개체’나 ‘실재’로 번역할 수 있는 용어인데, 이는 속성(즉, 특성)이나 이름이 있고 다른 것과 구별되는 

존재 또는 존재성을 의미한다. 행위가 없는 존재도 존재이고 속성이 없는 존재도 존재이므로 엔터티는 객체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개체’로 번역하지 않은 건, ‘객체’를 ‘개체’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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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지향 설계의 인기가 높아짐에도 초기에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당시의 현실에 맞춰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객체지향적이지 않아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저 변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전혀 없었

다. 컴퓨터 시스템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변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게 

큰 재앙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들을 받아들이는 일부터도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객체지향 개발이 시작된 시점에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대

체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잘 작동했기 때문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시스템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데 들어갈 모든 비용과 위험이 명백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은 업계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기뻐할 만한 중간 지대를 찾아냈다. 오늘

날의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에는 객체지향 및 구조화와 같은 다양한 개발방법론이 섞여 쓰

이고 있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그림 1.2 전역 데이터 사용하기

전역 데이터

함수 1

함수 3

함수 2

함수 4

는 프로시저와 종종 분리되기도 하지만, 데이터가 전역적

인 경우가 많아서 코드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일지라도 간

단히 변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거나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즉, 여러 함수가 전

역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테스트를 한다거나 디버깅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객체지향 방식에는 데이터와 행위

를 훌륭하고 완전한 패키지인 객체로 결합함으로써 이러한 

데이터 제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적절한 설계

제대로 설계된 객체지향 모델이라면 전역 데이터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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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지향 패러다임으로 그 밖의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을 대체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진

화적 반응의 결과로 객체지향 패러다임이 나왔다는 말이다. 구조적 프로그램에는 배열 등과 

같은 복잡한 자료구조가 있다. C++에는 구조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구조체의 특성 중 많은 

부분이 객체(클래스)의 특성과 닮아 있다.

그러나 객체는 자료구조나 정수 및 문자열과 같은 기본 데이터 형식(data type, 즉 ‘자료형’ 또

는 ‘데이터 유형’ 또는 ‘자료 유형’ 또는 ‘데이터 타입’) 이상의 것이다. 객체에는 속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정수 및 문자열과 같은 엔터티(entities)가 들어 있지만, 행위를 나타내는 메서드

(methods)도 들어 있다. 객체에서 메서드는 데이터에 대한 연산이나 그 밖의 연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더 중요한 것은 객체의 멤버(속성 멤버와 메서드 멤버)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것은 속성(attributes)과 메서드4에서 모두 일부 멤버가 다른 객체에 대해 숨겨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Math라는 객체에 myInt1과 myInt2라고 부르는 두 개의 정수

가 있다고 하자. 대체로 그렇지만, Math 객체는 myInt1 및 myInt2의 값을 설정하고 검색하는 

데 필요한 메서드를 포함한다. 또 이 객체는 두 정수를 더하기 위해 sum()이라는 메서드를 포

함할 수도 있다.

데이터 은닉

객체지향 용어에서는 데이터를 속성(attributes)이라고 하며, 행위를 메서드(methods)라고 한다. 속성이

나 메서드에 접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일을 데이터 은닉(data hiding)이라고 한다.

객체지향 용어로는 캡슐화(encapsulation)라고 부르는 행위, 즉 동일한 엔터티에서 특성들과 메

서드들을 한 곳으로 합침으로써, Math 객체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다. 정수인 

myInt1과 myInt2를 접근금지(off-limits) 대상으로 정의해 두었다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다른 함수는 이 정수들을 조작할 수는 없고, 오직 Math 객체만 조작할 수 있다.

4  옮긴이  용어를 정치하게 다듬을 수 있게 우리는 속성과 메서드(즉, 방법)라는 용어에서 ‘속성체(attributes)’ 및 ‘방법체(methods)’
와 구별해 낼 수 있다. 속성체는 변수로 나타내어 속성(데이터)을 담고, 방법체는 함수나 프로시저의 꼴로 나타내어 방법(연산 방

식, 연산 절차)을 담는다.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구조적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함수와 프로시저를 들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속성체’와 ‘방법체’라는 개념과 이 두 ‘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술(記述, discription) 방식이 각기 변수와 함수 및 프로시

저에 대한 기술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체’의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다룬 적이 없으므로 독자가 어려워

할 내용임은 확실하다. 그런데도 굳이 소개하는 건, 저자의 진정한 의도와 진정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개념을 드러냄으로써 독

자들이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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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클래스가 되게 설계하는 지침

클래스 속성으로 접근하는 일을 제한하지 않으면, 객체지향 클래스를 잘못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자. 다른 프로그래밍 방법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이 객체지향 설계를 할 때 잘못된 코드임에

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그저 건실한 클래스(sound class)가 되

게 설계하는 지침을 준수하기 바란다(5장 ‘클래스 설계 지침’ 참조).

다른 객체(예: myObject)가 myInt1과 myInt2를 합산한 결과에 접근하려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는 Math 객체가 하기 나름이다. myObject는 Math 객체에 메시지(message)를 보낸다. 그림 1.3

은 두 객체가 메서드를 거쳐 소통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여기에 쓰인 메시지라는 것은 실제로

는 Math 객체의 sum 메서드에 대한 호출이다. 이렇게 호출되면 sum 메서드는 값을 myObject

에 반환한다. 이것의 장점은 myObject가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물

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 설계 방법론을 사용하면 myObject를 변경하지 않고 Math 객체에서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합계를 검색하는 방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저 합계만 원할 뿐, 계산 방법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myObject

Math

데이터

데이터

메서드

메서드

메서드

메서드

메서드

메서드

그림 1.3 객체 간 소통

간단한 계산기 예제를 사용하면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계산기로 합계를 계산할 때 여러

분은 계산기의 인터페이스(숫자판과 LED 화면)만 사용하면 된다. 계산기에는 키를 순서대로 정

확히 누를 때 호출되는 합산 방법(sum method)이 있다. 여러분이 정답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전자적으로나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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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를 계산하는 일은 myObject의 책임이 아니며, Math 객체의 책임이다. myObject가 Math 

객체에 접근하는 한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요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객체는 

다른 객체의 내부 데이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즉, myObject는 myInt1 및 myInt2의 값을 직접 변

경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큰 객체를 만들어 많은 작업을 하기보다는 작은 객체를 만들

어 특정 작업만 감당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나중에 살펴본다.

절차적	개발에서	객체지향적	개발로	옮겨	타기

전반적으로 절차적 개발 기술과 객체지향적 개발 기술의 차이점을 이해했으므로 이제 두 기

술을 자세히 살펴보자.

절차적	프로그래밍

절차적 프로그래밍(procedural programming)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데이터를 다루는 연산과 

데이터를 분리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보내려면 네트워크 파이프의 다른 쪽 끝에 있는 프로그램

이 이 정보를 사용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련 데이터만 전송된다(그림 1.4 참조). 다시 말

해,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일종의 주고받기(handshake) 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 모델에서는 실제로는 어떤 부호도 전선을 통해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즉, 패킷들)

클라이언트 서버

그림 1.4 통신선을 거쳐 전송된 데이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장점은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다루는 연산(코드)이 객체에 캡슐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 객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면 이 객체에 포

함된 데이터와 행위까지 함께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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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엔터티

이론상으로는 단일 엔터티(single entity)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만, 많은 경우에 양쪽에 코

드의 사본이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는 해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되는 전체 객체를 단일한 엔터티 하나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림 1.5에서 Employee 객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다.

적절한 설계

이 개념의 좋은 예로는 브라우저가 로드(load, 메모리에 적재)하는 객체다. 종종 브라우저는 객체가 어

떤 일을 할지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코드가 미리 자리 잡고 있던 게 아니기 때

문이다. 객체가 로드되고 나서야 브라우저는 객체 내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객체 내에 포함된 데이

터를 사용한다.

 객체

클라이언트 서버

그림 1.5 통신선을 거쳐 전송된 객체들

객체란	정확히	무엇일까?

객체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빌딩블록이다. 객체지향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

로 객체들의 모음(collection)인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 시스템에 해당 회사의 직원을 나타내는 

객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객체는 다음에 나오는 여러 절에 걸쳐서 설명하

는 데이터와 행위로 이루어진다.

객체의	데이터

객체 내에 저장된 데이터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낸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용어에서 이 데이

터를 속성(attributes)이라고 한다. 우리의 예제에서, 그림 1.6에 표시된 것처럼 직원을 나타내는 

속성으로는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객체(이 경우

에는 직원)를 구별하는 정보가 속성에 담긴다. 속성에 대해서는 이번 장의 뒷부분에서 클래스

에 대해 논의할 때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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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이미 논의했듯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단일 엔터티인 데이터와 행위를 캡슐화해 완전한 

패키지인 클래스를 만든다는 아이디어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클래스는 택시와 같은 논리적 

구성요소를 나타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클래스 설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다. 분명히, 여기에서 제시한 지침 

목록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을 목록에 더 많은 

지침을 추가할 테고, 다른 개발자들이 보여준 유용한 지침들을 보탤 게 분명하다.

현실	세계	시스템	모델링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

으로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클래스 설계라는 것은 이러한 모델을 작성하

기 위해 동원하는 객체지향적인 방법이다. 객체지향 방식은, 데이터와 행위가 논리적으로 별

개의 객체가 되게 하는 구조적 방식이나 하향식(top-down)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에, 데이터와 

행위가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한 객체 안에 두어 캡슐화한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사건

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거나 별도로 존재하는 데이터 파일에서 작동하는 루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고 방식의 우아함은 클래스가 문자 그대로 현실의 객체를 모델링한다는 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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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모델링해 만든 객체가 그 밖의 현실 객체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현실 객체(예를 들면, 사람) 간의 상호 작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클래스를 만들 때 객체의 실제 행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클래스를 설계해야 한다. 이

전 장의 택시 기사 예제를 사용해 보자. Cab(택시) 클래스와 Cabbie(택시 기사) 클래스는 실제 

객체를 모델링한다.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Cab 객체와 Cabbie 객체는 데이터와 행위를 캡

슐화한 다음에 공개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상호 작용한다.

택시 기사  택시(Cab)

택시

그림 5.1 택시 기사와 택시는 현실 객체를 모델링한 것이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처음으로 대중화되었을 때,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하던 많은 프로그래

머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구조적 방식으로 프로

그래밍을 하던 프로그래머가 저지른 주요 실수 중 하나는 실제로는 구조적인 모델을 바탕으

로 삼아 함수나 서브루틴을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위는 있지만 클래스 데이터가 없는 클

래스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은 캡슐화의 힘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었다.

이런 방식은 현재는 부분적으로만 이뤄진다. 현재, 빈약한 도메인 모델(anemic domain models)

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객체(Data Transfer Objects, DTO)와 뷰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데

이터가 있는 뷰 모델의 형태를 사용해 개발하는 방식이나,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 개발하는 방식이 많이 도입되었다. 데이터를 다루는 일과 행위들에 더 초점

이 맞춰져 왔는데, 이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처리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행위를 단일 응답 인터

페이스로 캡슐화한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코딩하면 코드는 더 유연해지고 모듈화되며, 유지보

수를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참고

클래스 설계 지침 및 제안과 관련해 필자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제안하고 싶은 책 중 하나는 스콧 마

이어스가 집필한 《Effective C++: 50 Specific Ways to Improve Your Programs and Designs》다. 이 책

은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매우 간결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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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C++》가 관심을 끈 이유 중 하나는 C++가 C와 역으로 호환되기 때문에 객체지향 설

계 원칙을 사용하지 않고도 C++로 구조적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면접 대상이 된 사람들 중 일부는 단순히 C++로 프로그래밍하기 때문

에 자신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객체지향 설계에 관

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바, 스위프트 또는 닷넷이 아닌 C++와 같은 

언어의 객체지향 설계 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개	인터페이스	식별

클래스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개 인터페이스(public interfaces)를 최소한으로 유지

하는 것이다. 클래스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유용하고 간결한 것을 제공하는 데 있다. 길버트

와 맥커티는 저서인 《Object-Oriented Design in Java》에서 ‘잘 설계된 객체의 인터페이스는 클

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를 설명한다’고 언급했다.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는 클래스라면 처음부터 빌드할 필요는 없다.

최소	공개	인터페이스

최소 공개 인터페이스(minimum public interface)를 제공하면 클래스가 가장 간결해진다. 목표는 사

용자에게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정확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개 인터페

이스가 불완전한 경우에(즉, 행위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전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공개 인터

페이스를 적절하게 제한해 두지 않으면(즉, 사용자가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라면) 문제가 발생해 디버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시스템 무결성 및 보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클래스를 만드는 일은 일종의 업무 계획(business proposition)이므로 설계 과정(design process)을 

이루는 모든 단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테스트 시작 단계부터 테스트의 모든 단계에 걸쳐 

반드시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클래스의 유틸리티와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보장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확장

클래스의 공개 인터페이스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객체 기술(object technology)을 

사용해 이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고 조정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올바르게 설계된 경우라면 기존 클래

스를 활용하는 확장 인터페이스가 되도록 새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개발자가 상속을 사용해 행위를 추가하기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행위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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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택시 기사 예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시스템 내의 그 밖의 객체가 택시 기사의 

이름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경우에 Cabbie 클래스는 해당 이름을 반환하는 공개 인터페이스

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일을 담당하는 게 getName() 메서드다. 따라서 Supervisor 객체에 

Cabbie 객체의 이름이 필요한 경우에 Cabbie 객체에서 getName() 메서드를 호출해야 한다. 

실제로 감독자(supervisor)는 택시 기사(cabbie)에게 이름을 묻고 있다(그림 5.2 참조).

관리자

“이름이 어떻게 되죠?”

택시 기사

그림 5.2 공개 인터페이스는 객체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지정한다

코드 사용자는 내부에서 어떻게 작업이 이뤄지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다. 객체를 인스턴스화

해서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 요컨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되 상세한 사항을 숨기라

는 말이다.

구현부	숨기기

구현부를 숨겨야 할 이유를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다. 공개 인터페이스를 식별하는 일은 클래

스 사용자가 중심이 되게 설계해야 하는 문제인 반면에, 구현부는 사용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구현부가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러한 서비

스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내비쳐서는 안 된다. 사용자에게 영향

을 미치지 않고 구현부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라야 클래스가 최대로 유용해진다. 기본적으로 

구현부를 변경해도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행위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페이스와 컴포지션(compositions, 즉 ‘합성체’)34을 사용

하는 것이다.

34  옮긴이  상속을 이용하는 클래스로(클래스를 포함해) 이뤄진 객체(즉, ‘상속체’)가 아니라 합성(composition) 방식을 이용하는 클

래스로(클래스를 포함해) 이뤄진 객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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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 사용자

때로는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자가 아닌 고객(customer)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기도 한다. 시스템 사용자가 실제로는 고객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조직의 일부인 사용

자를 내부 고객(internal customers)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최종 

사용자를 실제 고객으로 생각하는 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주

어야 한다.

택시 기사 예제에서 Cabbie 클래스에는 점심을 먹는 방법이나 장소와 관련된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택시 기사의 감독자는 택시 기사가 점심에 무얼 먹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 따

라서 이 행위는 Cabbie 객체 구현의 일부이므로 이 시스템의 다른 객체에서는 이 행위를 사용

할 수 없다(그림 5.3 참조). 길버트와 맥커티는 캡슐화의 주요 지침은 ‘모든 필드가 비공개일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클래스의 어떤 필드에도 다른 객체가 접근할 수 없다.

감독자

“점심으로 무얼 드셨죠?”

택시 기사

그림 5.3 객체는 다른 객체의 세부적인 구현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다

튼튼한	생성자나	소멸자가	되게	설계하기	

클래스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설계 문제 중 하나는 클래스 생성 방법이다. 생성자를 3장 

‘그 밖의 객체지향 개념들’에서 설명했다. 생성자를 설계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3장을 다시 보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생성자는 객체를 초기의 안전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속성 초기화 및 메

모리 관리와 같은 문제가 포함된다. 또한, 객체가 기본 조건에 따라 올바르게 생성되어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기본 상황을 처리할 생성자를 제공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소멸자를 포함하는 언어에서는 소멸자에 적절한 정리(clean-up) 함수들을 넣어 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정리는 객체가 특정 시점에 획득한 시스템 메모리를 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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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련되어 있다. 자바 및 닷넷은 가비지 컬렉터(garbage collector, 즉, ‘불용정보 수집기’) 메커

니즘을 통해 자동으로 메모리를 회수한다. C++와 같은 언어에서 개발자는 객체가 존재하는 

동안 획득한 메모리를 올바르게 해제하기 위한 코드를 소멸자에 넣어 두어야 한다. 이런 작업

을 담당할 함수를 무시하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생성자 주입

이제 생성자 주입(constructor inje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되었는데, 생성자 주입이란 서비스 

클래스를 클래스 내에 두는 게 아니라 (생성자를 통해) 객체를 생성할 때 (new 키워드를 사용해) 생성자

에 주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는 자신의 면허 객체, 무선정보 객체(주파수, 호출 

부호 등)를 얻을 수 있으며, 택시를 시동하는 키는 생성자를 통해 객체로 전달된다.

메모리 누수

객체의 수명주기 동안에 획득한 메모리가 객체에서 올바르게 해제되지 않으면 객체를 만든 애플리케

이션이 실행되는 동안에 해당 메모리가 전체 운영체제의 기억 공간을 소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

를 들어, 같은 클래스의 여러 객체가 생성된 다음에 일종의 루프에서 파괴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러한 객체가 범위를 벗어날 때 메모리를 해제(release)하지 못하면 이 메모리 누수(memory leaks)가 서서

히 사용 가능한 시스템 메모리 풀을 고갈시킨다. 어느 시점에서 시스템에 할당할 수 있는 사용 가능

한 메모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메모리가 소비될 수 있다. 이는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이 

메모리를 확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시스템

이 잠길 수도 있다.

클래스에	대한	오류	처리	설계

생성자를 설계할 때와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일도 무척 중

요하다. 오류 처리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사실, 모든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반드시 겪는다. 따라서 잠재적 오류를 무시하지 않

는 게 바람직하다. 잠재적 오류를 예방하고 이러한 조건이 발생할 때 이를 처리하는 코드(또는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코드)를 작성해 두는 개발자가 좋은 클래스를 만든다.

무엇보다도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잃지 않게 스스로 오류를 처리한 뒤에 다시 동작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정상적으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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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문서화	및	주석	사용

주석과 문서라는 주제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도서와 기사, 모든 코드 검토 및 우수한 설계

에 대한 모든 토론에서 제공된다. 불행히도, 주석과 좋은 문서는 종종 심각하게 받아들여지

지 않거나, 심지어는 무시되기까지 한다.

대부분의 개발자는 코드를 철저히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일

에 시간을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서화를 잘 하는 좋은 습관이 없이는 훌륭하게 설

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클래스 수준에서 볼 때 클래스의 범위는 개발자가 싸구려 문서

를 그럭저럭 만들면 그만일 정도로 충분히 작을 수 있다. 그러나 클래스를 확장하거나, 유지

보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더 큰 시스템의 일부가 되게 하는 상황(올바른 상황)일 

때는 적절한 문서나 설명이 부족하면 전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예전부터 말해 왔다. 좋은 설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클래스 설계이든지 아니면 그 밖의 어떤 설계이든지 간에, 이러한 설계 과정을 신중하

게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바 및 닷넷과 같은 구현체(implementation)35에서는 문서화 과

정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수 주석 구문을 제공한다. 적절한 구문에 대해서는 4장 ‘클래스 

해부하기’를 확인하자.

지나치게 많은 설명 문서

과도한 주석 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문서 및 주석은 환경 소음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도 목적에 맞지 않는 문서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좋은 클래스 설계와 마찬가지로 문서와 의견을 간단

하지만 정확하게 작성하자. 잘 작성된 코드는 그 자체로 가장 좋은 문서가 된다.

협동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기

홀로 쓰이는 클래스가 거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클래스가 한 번만 사용되지 않

는 한, 다른 클래스와 상호 작용을 하지 않는 클래스를 굳이 빌드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이

다. 클래스의 생애 기간을 통틀어 본다면 이게 사실이다. 어떤 한 가지 클래스는 그 밖의 클래

스에 서비스(봉사)한다. 한편으로 서비스를 받는 클래스가 그 밖의 클래스에 서비스하기도 하

고 클래스들끼리 서로 서비스하기도 한다. 이후에 나오는 여러 장에 걸쳐서 클래스가 서로 상

35  옮긴이  여기서는 implementation이 클래스의 구현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의미한다. ‘구현물’이나 ‘구

현된 것’으로 이해하면 적절하다. C++ 언어 설계를 구현해 둔 것(즉, 구현체)이 C++ 언어이고 자바 언어 설계를 구현해 둔 것(즉, 

구현체)이 자바 언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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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작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택시 기사의 예에서 택시 기사와 감독자는 독립형 

엔터티가 아니다. 그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서로 상

호 작용한다(그림 5.4 참조).

또한, 클래스를 설계할 때 다른 객체가 클래스와 상

호 작용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재사용을	고려한	설계

객체는 다른 시스템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Cabbie 클래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 택시 기사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클래스를 다양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재사용할 일을 염두에 두고 클

래스를 설계해야 한다. 설계 과정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다. Cabbie 객체가 작동해

야 하는 시나리오를 모두 예측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클래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일이 기존 클래스를 확장하고 몇 가지 새로운 메서드를 추

가하고 다른 클래스의 행위를 수정하는 일처럼 간단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시 작성할 필

요는 없다. 이럴 때 상속이 필요하다. Person 클래스를 작성하는 일을 이제 막 끝낸 경우라

면, 나중에 Employee 클래스나 Customer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 Employee를 Person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에 Person 클래스를 확장 가능(extensible) 클래스라고 부른다. 여러분은 Employee 클래스나 

Customer 클래스 등이 Person 클래스를 확장해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Person 안에 들어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설계 시에 다른 클래스가 Person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예

를 들어, 여러분이 감독 기능들에 특화된 Employee 클래스 안에 기능성을 담당하는 코드를 

넣지 않으려 한다고 하자. 그런 식으로 Employee 클래스를 작성해 두었는데, Employee에서 

상속되는 감독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클래스가 있다면, 여러분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감독자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택시 기사

객체는 다른 객체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5.4 객체는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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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이 앞에서 논의한 추상화 지침을 다루는 것이다. Person 클래스에는 개인과 관련된 데

이터와 행위만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밖의 클래스가 이를 서브클래스로 삼아서 적

절한 데이터와 행위를 상속할 수 있다.

11장 ‘의존적이거나 경직된 클래스가 되지 않게 하기’ 및 12장 ‘객체지향 설계의 SOLID 원칙’에

서 SOLID를 다루지만, 여기서 미리 그 원리 중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 클래스는 확장할 수 있

게 개방되어야 하지만, 수정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폐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들

부터 사용해 클래스에 코딩하면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고 배포한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도 데코

레이터(Decorator)와 같은 온갖 종류의 패턴을 사용해 필요한 것을 확장할 수 있다.

어떤 속성과 메서드가 정적일 수 있을까?

정적 메서드(static methods)를 사용하게 되면 클래스들끼리 서로 강력하게 묶이게 된다. 여러분은 정적 

메서드를 추상화할 수 없다. 여러분은 정적 메서드나 정적 클래스를 흉내낼 수 없다. 여러분은 정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정적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유일한 때는(애플리케이션 개발

인 경우에 해당하는 말로 프레임 개발인 경우는 약간 다르다) 어떤 종류의 도우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

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확장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뿐이다. 예를 들어, 숫자를 추가하는 정적 

클래스라면 괜찮다. 반면, 데이터베이스나 웹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정적 클래스라면 괜찮지 않다.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짓기

앞에서 우리는 적절한 문서와 주석을 사용하는 일에 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클래스, 속성 및 

메서드에 대한 명명 규칙(naming convention)을 따르는 것도 비슷한 주제다. 많은 명명 규칙이 

있으며, 여러분이 어떤 규칙을 선택할지보다 한 가지 규칙을 선택해 그 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

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클래스, 속성 및 메서드 이름을 작성할 때는 규칙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규칙을 선택해야 한다. 이름

만 보고도 객체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명명 규칙은 종종 여

러 조직의 코딩 표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름 잘 짓기

명명 규칙이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자. 종종,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

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규칙을 만들어 낸다. 다른 사람들이 규칙

을 따르도록 강요할 때는 조심하도록 하자. 규칙이 합리적인지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 규칙

의 의도를 이해하는지 확인하자. 변수의 사용 방식을 알 수 있게 이름을 짓되, 변수의 형식을 알게 

하는 부호를 이름에 넣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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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되게 이름을 짓는 일은 다양한 개발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훌륭한 개발 관행이다.

이식하기	어려운	코드를	추상화하기	

이식하기 어려운 코드(즉, 네이티브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에(즉,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서만 실행되는 코드로 작성하는 경우에) 이런 코드를 클래스에서 뽑아 내어 추상

화해야 한다. 추상화한다는 것은 이식하기 어려운 코드를 자체 클래스나 최소한 자체 메서드

(오버라이딩할 수 있는 메서드)로 분리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특정 하드웨어의 직렬 포트에 접

근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처리할 래퍼 클래스(wrapper class)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클래스는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래퍼 클래스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시스템 종속 코드를 기본 클래스에 넣지 않도록 한다(그림 5.5 참조).

클래스 A

직렬 포트
래퍼

직렬
포트

직렬 포트에 쓰기 바란다.

그림 5.5 직렬 포트에 대한 래퍼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하드웨어와 직접 인터페이스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 다

양한 플랫폼의 객체 코드가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플랫폼마다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기능성이 래퍼 클래스에 자리잡으면 클래스의 사용자는 래퍼와 직접 인터페이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저수준 코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래퍼 클래스는 이러한 플랫폼 

간의 차이점을 처리하면서 호출할 코드를 결정한다.

객체	복사	및	객체	비교	방식을	제공

3장에서는 객체 복사 및 비교 문제를 설명했다. 객체를 복사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단순한 비트 복사 작업이나 단순한 비교 작업을 원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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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9
객체 구축과 객체지향 설계

앞의 두 장에서는 상속과 합성에 관한 주제를 다뤘다. 7장 ‘상속 및 합성에 익숙해지기’에서 상

속과 합성이 객체를 작성하는 기본 방법을 나타낸다는 점을 배웠다. 8장 ‘프레임워크와 재사

용: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 설계하기’에서는 다양한 상속 수준이 있으며, 상속,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 및 합성이 모두 잘 맞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번 장에서는 전체 설계에서 객체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 

주제가 이미 소개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상속(inheritance)과 합성(composition)은 객체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상속과 합성으로 객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상속이 사용되면 최종 결과는 단일한 클래스가 되는데, 이 클래스는 적어도 개념적으로 

상속 계층의 모든 행위와 속성을 통합한다. 합성이 사용될 때 한 개 이상의 클래스를 사용해 

다른 클래스를 만든다.

상속이 두 클래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자식 클래스의 속성과 메서드를 

통합한 부모가 생성되는 일이 벌어진다. Person 클래스와 Employee 클래스의 예를 다시 살펴보

자(그림 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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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String
– SSNum: String
– Age: int

+ getName: String
+ getSSNum: String
+ getAge: int
+ setName: void
+ setSSNum: void
+ setAge: void

Person

– CompanyID: String
– Title: String
–StartDate: Date 
+ getCompanyID: String
+ getTitle: String
+ getStartDate: Date
+ setCompanyID: void
+ setTitle: void
+ setStartDate: void

Employee

그림 9.1 상속 관계

실제로 두 개의 개별적으로 설계된 클래스가 있고 이 두 클래스의 관계는 단순한 상호 작용이 

아니라 상속이라고 하자. 기본적으로 직원(employee)은 사람(person)의 일종이다(is-a). Employee 

객체는 Person 객체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Employee 객체는 Person 객체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Employee 객체가 Person 객체의 일종이기(is-a) 때문이다.

그러나 합성은 다른 상황이다. 합성은 개별 객체 간의 상호 작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8장에서

는 상속이 지닌 다채로운 면을 주로 다뤘지만, 이번 장에서는 합성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면을 

설명하면서 객체들끼리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합성	관계

우리는 이미 합성으로 전체 중의 한 부분을 나타낸다는 점을 보았다. 상속 관계는 is-a로 표시

되지만, 합성 관계는 has-a로 표시된다. 우리는 자동차에 핸들이 포함된다(has-a)는 점을 직관

적으로 알고 있다(그림 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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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Has-a 
필자는 ‘has an engine’이 문법적으로 더 정확하지만, 일관성 있게 표현하려고 ‘has a engine’으로 계속 

나타낼 생각이니 이런 문법 사용을 이해했으면 한다. 규칙을 단순히 ‘is-a’ 및 ‘has-a’로만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합성을 사용하는 이유는 더 단순한 부품(components)을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중 가장 좋은 

기억력을 가진 사람도 단기적으로는 한 번에 일곱 개의 일시적인 내용만 기억할 수 있다. 그래

서 우리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다루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운전대와 네 개의 바퀴와 엔진 등을 

갖춘 대형 장치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자동차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추상화하

면 더 쉽게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뚜렷이 기억할 수 있다.

자동차에는 운전대가 있다. 

그림 9.2 합성 관계 

합성은 부품을 서로 바꿀 때에도 도움이 된다. 모든 운전대가 똑같다면 특정 자동차에 어떤 

운전대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교체 가능한 부품(즉, 컴포

넌트)이 있다는 건 곧 재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길버트와 맥커티는 그들의 저서인 《Object-Oriented Design in Java》의 7장과 8장에서 훨씬 더 

많은 결합 사례와 합성 사례를 제시한다. 이러한 주제를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려면 이 책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의 더 근본적인 몇 가지 요점을 다루고 

그 예의 변형을 탐구한다.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합성을 사용할 때의 또 다른 주요 이점은 시스템과 자식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

며, 더 중요하게는 독립적으로 테스트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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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구

축하려면 하나의 우선 적용 규칙을 따라야 한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유지한다는 규칙이다. 

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으려면 더 작고 관리

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노벨상 수상자인 허버

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1962년에 집필한 ‘Architecture of Complexity’라는 기사에서 안정적

인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말했다.

• “복잡하지만 안정된 시스템은 보통 위계구조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각 시스템은 더 단순한 

하부 시스템을 사용해 구축되며, 각 하부 시스템은 여전히 그보다 더 단순한 하부 시스템으

부터 구축된다”: 여러분은 이미, 이 원리가 기능적 분해(decomposition, 즉 ‘합성 해체’ 또는 

‘컴포지션 해체’)의 기초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소프트웨어 개발의 배경이 되는 방

법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객체지향 설계에서는 동일

한 원리를 합성에 적용해 더 간단한 부품들을 사용해 복잡한 객체를 만든다.

• “안정적이면서도 복잡한 시스템은 거의 다 분해해 볼 수 있다”: 시스템을 합성하는 데 쓰이

는 부품을 식별할 수 있으며, 부품과 부품 내부의 상호 작용 간 차이를 알 수 있다. 안정

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각 부품 간의 연결 수는 각 부품 내의 연결 수보다는 적다. 

따라서 스피커, 턴테이블 및 앰프들이 서로 간단히 연결된 모듈식 음향기기는 본질적으

로 쉽게 분해할 수 없게 연결된 통합 시스템보다 안정적이다.

• “복잡하지만 안정된 시스템은 거의 항상 서로 다른 조합으로 배열된 몇 가지 종류의 자식 

시스템으로만 합성된다”: 그 자식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종류의 부품으로만 합성

된다.

• “작동 중인 안정 시스템은 거의 항상 작동해 왔던 단순한 시스템에서 발전했다”: 새로운 시

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대신에, 다시 말해서 바퀴를 다시 발명하는 대신에 이전에 

입증된 설계를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테레오 예제(그림 9.3 참조)에서 음향기기가 완전히 통합되어 컴포넌트들을 사용해 구축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즉, 음향기기가 하나의 큰 블랙박스 시스템이라고 가정하자는 말이다). 이 경우에 

CD 플레이어가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전체 시스템을 수리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더 복잡하고 비쌀 뿐만 아니라 다른 컴포넌트까지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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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트

리시버 CD 플레이어

그림 9.3 한 번에 한 단계씩 완전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기

자바 및 닷넷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언어 등에서는 이런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객체가 동적으

로 적재(load)되기 때문에 설계를 분리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 후

에 클래스 파일 중 하나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버그 수정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해), 여러분은 해

당 특정 클래스 파일만 재배포하면 될 것이다. 모든 코드가 단일 파일에 있었다면 전체 애플

리케이션을 재배포해야 한다.

오디오 시스템이 단일 장치로 되어 있지 않고 컴포넌트별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

우에 CD 플레이어가 고장이 났다면 CD 플레이어만 따로 떼어내어 수리점에 맡길 수 있다. (모

든 컴포넌트는 연결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유념하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덜 복잡하

고 비용이 적게 들며, 단일 통합 장치를 처리하는 경우보다 시간을 덜 써도 된다. 게다가 여

전히 나머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컴포넌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 

CD 플레이어를 대신할 CD 플레이어만 구입하면 된다. 수리 담당자는 고장이 난 CD 플레이

어를 수리 시스템에 연결해 테스트하고 수리할 수 있다. 대체로 컴포넌트 접근 방식은 매우 잘 

작동한다. 합성은 소프트웨어 설계자로서 소프트웨어 복잡성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고에 갖춰 

둬야 할 주요 전략 무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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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조직 내의 다른 개발자 또는 타사 

공급업체가 작성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처가 다른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를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믿음직해야 한다. 제3자가 만든 컴포넌트라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에서 가져와야 하며, 알려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적

절히 검사(테스트)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믿음직한 컴포

넌트를 가져와서 쓰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쓰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합성	유형

일반적으로 결합(association)과 응집(aggregation)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합성 방식이 있다.50 두 

방식은 모두 객체 간의 협업 관계를 나타낸다. 합성의 주요 장점 중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방

금 사용한 스테레오 예제는 결합을 나타낸다.

합성은 결합의 한 가지 형태일까?

합성은 객체지향 기술의 또 다른 영역으로 닭이나 달걀이냐 대한 문제가 먼저 발생한다. 일부 도서에

서는 합성이 결합의 한 가지 형식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도서에서는 결합이 합성의 한 가지 형식

이라고 말한다. 어쨌든 우리는 이 책에서 상속과 합성이 클래스를 구축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라

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결합을 합성의 한 가지 형태로 간주한다.

모든 형태의 합성에는 has-a 관계가 포함된다. 그러나 전체 부분을 시각화하는 방법에 따라 

결합과 응집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응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만 표시하고 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이루는 부분을 표시한다.

응집

아마도 가장 직관적인 합성의 형태는 응집일 것이다. 응집은 복합 객체(complex object)가 그 밖

의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텔레비전 세트는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50  옮긴이  association을 ‘순수연관’이나 ‘결합’, aggregation을 ‘집합연관’이나 ‘집합’ 또는 ‘집합체’ 등으로 번역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개념으로 보나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쓰는 용례에 비춰 볼 때 전자의 번역어로는 ‘연관’이 적절해 보이고 후자의 번

역어로는 ‘응집’이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응집은 ‘강하게 묶는 합성’을 나타내고 ‘결합’은 ‘약하게 묶는 합성’을 나타내기 때문

이다. 우리말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묶여 있는 경우에 ‘집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응집적’이라고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association의 경우에는 이미 ‘결합’으로 부르는 관행을 따르는 게 좋겠다는 베타리더의 의견에 따라 ‘결합’으로 번역했다. 이에 따

라 ‘association/an association’도 ‘결합체’(또는 ‘결합소’)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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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HDTV는 단일한 장치로 되어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HDTV에 마이크로칩이나 스크린이나 튜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

실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전원을 켜고 끄는 단추를 볼 수 있을 테고 화면 표시 장치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HDTV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전제품 판매점에 들어가면 영업 사원은 “마이크로칩, 그림 화면, 튜너 등이 응집된 장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고 말하지 않고 그저 “이 HDTV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만 말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자동차의 모든 개별 컴포넌트를 짚어 가며 선택하지는 

않는다. 어떤 점화 장치를 사거나 어떤 자동차문 손잡이를 사야 하는지까지 결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저 차를 사러 가는 것뿐이다. 물론 몇 가지 사양을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그 밖의 단순한 객체들을 많이 사용해 이룬 복합 객체를 선택

한다(그림 9.4 참조).

그림 9.4 자동차의 응집 위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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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응집은 일반적으로 전체만 보는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결합은 전체와 부분을 모두 나타낸다. 

스테레오 예제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컴포넌트는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연

결선(다양한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연결선)을 사용해 전체에 연결된다.

전통적인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을 예로 들어 보자(그림 9.5 참조). 컴퓨터 시스템은 전체를 나

타낸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및 기본 상자는 컴포넌트에 해당한다. 각 컴포넌트가 별도의 

객체이지만, 이것들이 모두 모여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나타낸다. 컴퓨터 본체는 키보드, 마우

스 및 모니터가 일부 작업을 대신하게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본체를 쓰려면 마우스가 있어

야 하지만, 컴퓨터 본체가 마우스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 본체는 특정 포트와 

마우스를 상자에 연결하는 케이블을 거쳐 따로 떨어져 있는 마우스에 서비스해 줄 것을 요청

한다.

그림 9.5 결합은 서비스들이 별개로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합 대 응집

응집체(an aggregate/aggregates)는 다른 객체들을 가지고 합성한 복합 객체다. 결합체(an associate/

associates)는 한 객체가 그 밖의 객체(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때 사용된다.

결합체와	응집체를	사용하기

모든 예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 결합체이고 무엇이 응집체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

들다는 점이다. 가장 흥미로운 설계 결정 중 많은 부분이 결합체를 사용할지 아니면 응집체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합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데스크톱 컴퓨터 시스템의 예를 보면 일부 응집이

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 간의 상호 작용은 결합을 나

타내지만, 컴퓨터 본체 자체는 응집을 나타낸다. 여러분에게는 컴퓨터 본체만 보일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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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컴퓨터 본체가 실제로는 칩, 마더보드, 비디오 카드 등의 다른 객체로 합성된 복합 시스템

인 것이다.

Employee(사원) 객체는 Address(주소) 객체와 Spouse(배우자) 객체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을 생각해 보자. Address 객체를 응집체(기본적으로 Employee 객체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고 

Spouse 객체를 결합체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과 배우자 모두 직원이라고 가정하

자. 직원이 해고된 경우에 배우자는 여전히 시스템에 남아 있겠지만, 결합은 끊어진다.

비슷하게, 스테레오 예에서 수신기는 CD뿐만 아니라 스피커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스피커와 

CD 자체는 전원 코드와 같은 다른 객체의 응집체다.

자동차 예제에서는 엔진, 점화장치 및 문이 합성을 나타내지만, 스테레오도 결합 관계를 나타

낸다. 실제로 자동차와 데스크톱 PC에는 응집체와 결합체가 섞여 있다.

정답은 없다 

평소와 같이, 설계 결정을 할 때 절대적으로 정확한 답이란 있을 수 없다. 설계는 정확한 과학이 아

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규칙을 준수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칙은 어렵거나 빠르지 않다.

의존체	회피하기

합성을 사용할 때 객체를 서로 의존하지 않게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서로 의존하는 객체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도메인(domain)51들을 섞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점은 특정 상

황을 제외하고 한 도메인의 객체를 다른 도메인의 객체와 섞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개념

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스테레오 예제로 돌아가 보자.

모든 컴포넌트를 별도의 도메인에 유지함으로써 음향기기를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CD 컴포넌트가 고장 나면 CD 플레이어를 보내 개별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CD 플레이어와 MP3 플레이어의 도메인은 서로 다르다. 이를 통해 별도의 제조업체에서 CD 

플레이어와 MP3 플레이어를 구매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CD 플레이어

의 제조사를 바꿔서 사려고 마음먹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51  옮긴이  ‘도메인’이란 영역, 범위, 분야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객체가 다루는 ‘작업의 범위’나 ‘역할의 범위’ 또

는 객체가 속한 ‘산업 분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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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도메인을 섞으면 편리할 때도 있다. 몇 년 동안 사용해 온 좋은 예는 구식 TV/VCR 콤

비 시스템이 있다. 물론, 동일한 모듈에 둘 다 있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TV가 고장 나면 

VCR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최소한 구입한 장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은 편리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안정성을 따를 것인지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더 중요

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 그것은 모두 애플리케이션과 환경에 달려 있다. TV/
VCR 콤비의 경우에 통합 장치의 편리성이 장치 안정성이 낮아지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판

단했다(그림 9.6 참조). 음향기기를 다시 생각해 보자.

그림 9.3은 통합된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를 다시 강조한다. 

더 편리함/덜 안정됨

텔레비전
부분

VCR

그림 9.6 편리성 대 안정성

인터페이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며, 의존체들(dependencies)을 관리하는 게 인터페

이스가 주로 하는 일이다. 인터페이스가 공유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고 구현부가 더 구상적

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으면 행위 계약을 사용해 도메인을 섞어 볼 여지가 생긴다.

도메인 혼합

도메인 혼합(mixing domains)을 하면 설계를 결정해야 할 때 편리해진다. TV/VCR 콤비의 성능이 개

별 컴포넌트의 위험이나 잠재적인 고장보다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면 도메인을 혼합해 설계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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