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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어떤것들을것들을이야기할이야기할것인가것인가? ? 

1. 디자인패턴은설계시에

반복적으로해야할일들을패턴으로만든것이다  반복적으로해야할일들을패턴으로만든것이다. 

2. 디자인패턴을이해하는데가장좋은방법은

대리개념을사용하는것이다. 

3. 패턴설계대리자가갖는설계규칙들

4. 패턴선택과패턴설계를대리해보기

5. 덧붙여지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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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디자인패턴이란패턴이란??

반복적으로설계할때해야할일들을패
턴으로만든것이다  턴으로만든것이다. 
소프트웨어개발을위해할일들이많이있다.
설계할때도많은할일이있다. 
그런데그일을자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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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해야해야할할일들에일들에어떤어떤것들것들
이이있는가있는가? ? 

Strategy?
ObserverObserver

변경통지에대한설계, 이거User Interface와관련
되면꼭해야하는것중에하나지. 

Decorator?
Factory Method

생성에대한설계, 이거아주자주해야할일이지

Abstract Factory?
Singleton

생성에대한설계, 이거아주자주해야할일이지

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해야해야할할일들에일들에어떤어떤것들것들
이이있는가있는가? ? 

Command
다른클래스의메서드를호출하는것. 이거는객체지향프로
그래밍의기본이니  이것과관련된문제가많이있겠지  그래밍의기본이니. 이것과관련된문제가많이있겠지. 
어떤일들이일어났었는지를관리하고싶을때많지. Undo, 
Redo, 복원등이런거사람이사용자라면. 

Adaptor
서로다른인터페이스를맞춰야하는거. 이것도가끔하는일이지. 
특히기존프레임워크가있는데여기에들어가는기능을상업용라
이브러리를구매해서구현할때

Façade
컴포넌트기반개발을한다면  컴포넌트설계할때마다계속하는일컴포넌트기반개발을한다면. 컴포넌트설계할때마다계속하는일
이지. 
그게아니더라도서브시스템단위로묶는다면, 자주해야할일이
지.
별도개발후통합해야할때, API 제공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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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해야해야할할일들에일들에어떤어떤것들것들
이이있는가있는가? ? 

Template  Method
처리하는절차와일부단계의처리방법이같처리하는절차와일부단계의처리방법이같
은경우, 많지. 

Iterator
컬렉션이포함하고있는것을하나씩처리해
야할일, 컬렉션을사용한다면아주자주해야
지. 

Composite
실체란것이부분과전체로되어있으니, 조금
만구조가복잡하면꼭튀어나오는거지. 

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해야해야할할일들에일들에어떤어떤것들것들
이이있는가있는가? ? 

State
상태머신으로작성될정도로복잡한상태를가질때 사용하는데

이런것에는복잡한반응형시스템이나복잡한비즈니스프로세스이런것에는복잡한반응형시스템이나복잡한비즈니스프로세스
수행시스템이있는데

이정도로복잡해지면상태패텬가지고는안되는데
상태가간단하다면, 

상태테이블이나질적상태속성을가지고 if, switch로처리해도?

Proxy?
Bridge?
Builder

생성절차가여러단계로나누어질만큼복잡한경우생성절차가여러단계로나누어질만큼복잡한경우
구체적인생성절차도, 단계의구체적인방법도달라질수
있는경우

Chain of Responsibility?
Fly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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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해야해야할할일들에일들에어떤어떤것들것들
이이있는가있는가? ? 

Interpreter
간단한인터프리터 만들때간단한인터프리터 만들때
처음에는간단하더라도점점복잡해질수있다. 

Mediator
컬레보레이션에대한설계

Memento?
Prototype
원형을만들고복사해서사용하고싶을때

Visitor?

디자인디자인패턴패턴구분해구분해보기보기

어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의일부가될만큼자주발생하는것들
Observer, Iterator
CommandCommand

구현코드자체가거의동일하게사용되는것들
Singleton

코드를복사해서사용할수있도록준비

어디에어떻게적용할지를쉽게알수있는것들
Facade
Template Method 
Adaptor
State, Proxy
Interpreter  Mediator  Builder  MementoInterpreter , Mediator, Builder, Memento

어디에어떻게적용할지를아는것이쉽지않는것들
Factory Method, Abstract Factory
Composite, Decorator
Strategy
Bridge, Chain of Responsibility, Flyweight, Prototype, Vis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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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팩토리, , 팩토리팩토리메서드메서드, , 추상추상팩토리팩토리

1. 같은역할인데역할수행방법은다른것들이
있다. 있

2. 이것들을생성하는데생성에대한절차가있
다. 복잡하기도하면

3. 생성에대한절차가한가지뿐인가? 
그렇다면, 팩토리패턴
그렇지않다면, 팩토리메서드패턴

팩토리메서드패턴이적용된역할들이역할군
을형성하는가? 

그렇다면추상팩토리패턴으로확장

CompositeComposite

1. 한역할(또는역할수행)과컴포지션또는
어그리게이션으로연관된다수의역할(또어그리게이션으로연관된다수의역할(또
는역할수행)이존재하는가? 
정확하게컴포지션인지어그리게이션인지는
스냅샷을그려봐야하고, 정확한연관개념을
갖고있어야알수있다. 

2  한역할에대해연관된것들을구별하지않2. 한역할에대해연관된것들을구별하지않
고모두달라고요구되는때가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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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atorDecorator

1. 기본요소가있고거기에기능이덧붙여질
필요가있는가? 필요가있는가? 

기본요소는같은데덧붙여지는것들만다른
가? 

StrategyStrategy

1. 역할은같은데역할수행이다르다. 
디자인패턴의대부분이여기에속한다  디자인패턴의대부분이여기에속한다. 

2. 역할수행에따른할일은바뀌지않는데,
하는방법이자주자주바뀐다바뀐다. 
심지어, 런타임시에동적으로하는방법을
바꾸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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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Prototype

1. 객체의특정상태까지도달하게하는데노력이크
다. . 

2. 다수의객체들이그특정상태를기본으로생을시
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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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리개념을개념을통한통한디자인디자인패턴패턴이해이해

디자인패턴을이해하는데가장좋은방법
은대리개념을사용하는것이다  은대리개념을사용하는것이다. 
대리시킬수있다면, 그일을완전히이해한것
입니다. 
대리란? 
무엇을대리할것인가? 
패턴선택패턴선택

패턴설계

대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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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리??

대리대리??



2009-04-25

11

대리대리??

평등록 떤회원 떤도 평서평등록(어떤회원, 어떤도서, 서평)
{
…
}

서평등록이란 어떤회원이어떤도서에대해서작성한서평을등서평등록이란, 어떤회원이어떤도서에대해서작성한서평을등
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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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패턴설계설계대리자가대리자가갖는갖는설계설계규칙들규칙들

할일은같지만하는방법은다르다. 
개개의행위자체를언급할때행 를언급할

역할은같지만역할수행은다르다. 
할일 = 역할, 하는방법 = 역할수행
부여된일을나타낼때, 
일반적으로여러행위들

역할은인터페이스로작성하고, 역할수
행은클래스로작성한다  행은클래스로작성한다. 
역할에해당하는인터페이스와역할수행에해
당하는클래스사이에는실현으로작성한다. 
UML 메타정보를생성할수있어야한다. 

패턴패턴설계설계대리자가대리자가갖는갖는설계설계규칙들규칙들

할일은같지만하는방법은다르다. 
역할은같지만역할수행은다르다  역할은같지만역할수행은다르다. 
할일 = 역할

하는방법 = 역할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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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or Adaptor 패턴패턴설계자설계자

같은역할인데다르게표현된경우, 다르
게표현된표현을사용하는것게표현된표현을사용하는것

Adaptor 설계(다르게표현된역할, 역할을수행할대상)
{
1. 다음과같이어댑터이름을작성한다. 
역할을수행할대상 +To + 다르게표현된역할 + Adaptor
2. 다르게표현된역할을인터페이스로, 어댑터를클래스로
해서실현을작성한다  해서실현을작성한다. 
3. 어댑터에서역할을수행할대상방향으로연관을작성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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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or Adaptor 패턴패턴설계자설계자

Adaptor 설계(Duck, Turkey)
{{
1. TurkeyToDuckAdaptor
2. 실현(Duck, TurkeyToDuckAdaptor)
3. 연관(TurkeyToDuckAdaptor, Turkey)
}

Adaptor Adaptor 패턴패턴설계자설계자

더세부적인내용들을대리하고싶습니까? 
하세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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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팩토리설계자설계자

팩토리설계(같은역할, 수행방법이다른것들)
{
1. 다음과같이팩토리이름을작성한다. 
같은역할 + Factory
2. 다음과같이메서드를작성해서, Factory에추가한다. 
create + 같은역할
3. Factory에서같은역할방향으로연관을작성한다. 
}

팩토리팩토리설계자설계자

기존의것을확장하는것으로대리시켜봅시다. 
팩토리메서드는기존의팩토리를, 추상팩토팩 는 존의팩 를, 추상팩
리는기존의팩토리메서드를

팩토리메서드설계(확장할팩토리, 추가될제품들, 생성방
법이다른팩토리들, 팩토리별생성할제품들)

추상팩토리설계(추상팩토리, 제품군을생성하는팩토리별
확장할팩토리들)확장할팩토리들)



2009-04-25

16

Composite Composite 설계자설계자

전체와부분의관계는많은설명이필
요하다  참고할것요하다. 참고할것
포함하는행위는대리시키면포함으로일반
화된다.

포함(메뉴, 하위메뉴)
포함(메뉴, 메뉴항목)

전략전략설계자설계자

전략설계(전략을적용할클래스, 할일과하는방법들에대한목록)
{{
1. 할일과하는방법들에대한목록의모든개별항목에대해서다
음을수행한다. 
1.1 할일과하는방법들에대해실현을작성한다. 
할일과하는방법들에대한실현작성(할일과하는방법들)
1.2 전략을적용할클래스와할일에해당하는인터페이스와연관
을작성한다. 
연관작성(전략을적용할클래스, 역할작성(할일))
오퍼레이션추가(전략을적용할클래스, 행위이름작성(할일))
}

적용클래스, 적용클래스의하는방법이자주바뀌는할일과우선정해진
하는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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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전략설계자설계자

할일과하는방법들에대한실현작성(할일과하는방법들)
{{
1. 하는방법들이모든개별항목에대해서다음을수행한다. 
1.1 역할과하는방법으로실현작성(할일, 하는방법) 
}
역할과하는방법으로실현작성(할일, 하는방법) 
{
역할 = 역할이름작성(할일)
실현(역할, 하는방법)
오퍼레이션추가(역할, 행위이름작성(할일))
}

전략전략설계자설계자

행위작성(할일)
{{
1. 작성된이름의첫글자를소문자로바꿔서리턴한다. 
}
역할작성(할일)
{
1. 할일 +Behavior로이름을작성해서리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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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전략설계자설계자

전략설계(Duck, {{Fly, FlywithWings, FlyNoWay}, {Quack, Squeak, 
MuteQuack}})MuteQuack}})
{
1. 할일과하는방법들에대한목록의모든개별항목에대해서다
음을수행한다. 
1.1 할일과하는방법들에대해실현을작성한다. 
할일과하는방법들에대한실현작성({Fly, FlywithWings, 
FlyNoWay})
1.2 전략을적용할클래스와할일에해당하는인터페이스와연관
을작성한다. 
연관작성(Duck, 역할작성(Fly))
오퍼레이션추가(Duck, 행위이름작성(Fly))
}

전략전략설계자설계자

할일과하는방법들에대한실현작성({Fly, FlywithWings, 
FlyNoWay})FlyNoWay})
{
1. 하는방법들이모든개별항목에대해서다음을수행한다. 
1.1 역할과하는방법으로실현작성(Fly, FlywithW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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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전략설계자설계자

역할과하는방법으로실현작성(Fly, FlywithWings) 
{{
역할 = 역할이름작성(Fly)
실현(FlyBehavior, FlywithWings)
오퍼레이션추가(FlyBehavior, 행위이름작성(Fly)
}

대리한것으로패턴을이해하기만
하면되는건가요?

아니오, 

대리할수있다는것은자동화할수있
는 를다는것, 자신만의도구를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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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패턴학습은학습은아키텍처아키텍처패턴에서부터패턴에서부터

디자인패턴이, 왜어디에사용해야하는지는
아키텍처수준에서등장아키텍처수준에서등장

디자인패턴의오용의가능성을낮출수있다. 
잘못사용된디자인패턴은시스템설계를복잡하고, 
이해하기어렵게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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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상태정의정의

행위수행과관련해서

상 는진행 완료형 로정의된상태는진행과완료형태로정의된다. 

상태상태식별식별방법방법

1. query를제외한행위들을열거한다.  
행위수행 순 있는경우는순 를행위수행에순서가있는경우는순서를
고려해서열거한다. 

2. 상태식별(상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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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상태식별식별방법방법

상태식별(행위목록)
{{
1. 상태목록의 모든개별항목들에대해서다음을수행한다.  
1.1  내부상태를초기화한다. 
1.2  해당행위를기준행위로, 행위목록에서해당행위를제외

한나머지들을관련행위목록으로한다.
1.3  기준행위를수행할수없을때까지다음을반복한다. 
1.3.1 기준행위를수행한다. 

 관련행위상태식별(관련행위목록)1.3.2 관련행위상태식별(관련행위목록)
1.4  기준행위를수행하기이전과이후의상태를정의한다.
1.5  관련행위상태식별(관련행위목록)
}

상태상태식별식별방법방법

관련행위상태식별(관련행위목록)
{{
1. 관련행위목록의모든개별행위에대해서다

음을수행한다. 
1.1  이전에행위를수행할수없다가있게되었

거나, 행위를수행할수있다가없게되었는
지를확인한다. 를확인한
조건에해당한다면, 이전의상태와지금의
상태를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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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와인터페이스와추상클래스의추상클래스의차이차이

인터페이스는역할에해당
역할이란, 해야할일또는할수있는일을나타냄

뭘해야하는지  할수있는지만표현뭘해야하는지, 할수있는지만표현
‐able이란접미어를사용

할일이크고복잡할경우, 다수의할일로분할될수있음
개별할일이나해야할일을UML에서는오퍼레이션이라함
할일이나해야할일들을역할로묶음

역할을UML에서는인터페이스라고함

어떻게해야하는지를표현하지않음

인터페이스자체에대한구현
껍데기만있는것임 –외형
fa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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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와인터페이스와추상클래스의추상클래스의차이차이

역할수행
역할을구체적으로수행하는것은객체임역할을구체적으로수행하는것은객체임

객체는클래스에의해생성됨

클래스는객체를생성하는개념, 설계도

추상클래스
설계도의공통되는부분은일반화해서정의하
고재사용할필요가있음
공통된구조나행위수행방법이있어야

인터페이스와인터페이스와추상클래스의추상클래스의차이차이

인터페이스와추상클래스
인터페이스는컬레보레이션에서시작하고  인터페이스는컬레보레이션에서시작하고, 
추상클래스는구체클래스에서시작한다. 
인터페이스는할일들만을갖고, 추상클래스
는구조와어떻게해야할지를갖는다. 
할일만갖는추상클래스는인터페이스인지의
심해야한다. 심 한 . 
C++의경우, 할일만갖는인터페이스를순수추
상클래스란개념을가지고정의할수있다. 
순수추상클래스를인터페이스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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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beginnings are hardAll beginnings are h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