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NWC 컨설팅(www.umlcert.com)에서 2009 년 4 월 18 일과 4 월 25 일 시행했던 Head First Design 

Patterns 세미나를 위한 자료입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을 위해 각 장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비평한 것입니다.  

 

 

  



1 장. 디자인 패턴 소개 

자, 1 장을 폅니다.   

 

간단히 집고 넘어갑시다.  
 

1. p40. 간단한 UML 표기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네요.  

이탤릭 체로 작성된 것이 뭘 의미하는지? 끝이 속이 빈 삼각형이 있는 실선 또는 점선이 뭘 의미하는지? 

p63 연습을 해 보면 간단히 UML 표기법을 알 수 있겠네요.  

 

2. p44. 다이어그램이 복잡하죠? 잘못된 설계는 보기에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요.  

 

3. p46-50. 두 개의 디자인 원칙이 나오네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두 가지가 복잡성과 변경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은 이 둘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애플리케이션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내고, 달라지지 않는 부분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변경과 싸우는 방법이죠. 바뀌는 부분을 따로 뽑아서 캡슐화 하라.   

2. 구현이 아닌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프로그래밍 하라.   

인터페이스를 써야 할 때 인터페이스를 써야겠지요.  

행동에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겠지요. 아래 생각해 볼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 전략 패턴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체득해야 합니다. 패턴의 차원을 넘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저자들도 아는 거지요. 1 장에 배치한 거 보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세미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p61. 세 번째 디자인 원칙이 나옵니다. 상속보다는 구성을 활용한다.  

상속을 사용해야 할 때는 상속을 구성을 사용해야 할 때는 구성을 활용해야겠지요. 

 

6. p64. 패턴은 아키텍처에 대해 생각하는 수준을 끌어올려 줍니다.  

생각하는 수준을 올렸다는 것은 추상 수준을 올린 것입니다. 추상 수준을 올리면 생각하는 수준을 올리게 

됩니다. p66 

 

7. p70. 꼼꼼하게 읽어 봅니다.  

기본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요. 디자인 

패턴이란 바로 이런 경험, 특히 좋은 경험을 정형화한 것입니다.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 학습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정형화 하는 데는 또 다른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미 정형화까지 해 놨으니, 좋잖아요.  

 

 

 

생각해 볼 문제들  
 

1. (p41-43)  

살아있는 오리들과 고무 오리나 나무로 된 오리를 같은 추상 수준으로 높고, Duck 을 모두 상위 클래스로 

갖고 있다. 이들이 모두 오리인가?  

MallardDuck, RedheadDuck 은 오리가 아닌가? 오리라는 개념은 추상개념인가?   

오리는 구체개념 아닌가? 오리인데 행위가 조금씩 다를 뿐 아닌가?  

 

예제는 예제일 뿐이지요. 예제의 내용을 가지고 꼬투리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생각을 좀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2. p44  

인터페이스가 뭐죠?  

자바 언어에서 말고, 개념적으로 볼 때. 역할이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생각해보세요. 역할이란 외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언제 인터페이스를 써야 할까요?  

 

3. p48 그림  



나는 것과 꽥꽥거리는 것들을 모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행위에 따라 분류한 것이지요. 행위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4. p50. 추상클래스를 쓰던 인터페이스를 쓰던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C++과 같은 언어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클래스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도 합니다.  

구현으로 보면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상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해내는 설계의 의미를 갖고, 인터페이스는 생성된 객체들의 협력 안에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설명하려니 좀 어렵네요. 참고할 만한 내용을 작성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p61 사부와 제자의 이야기에서  

사부가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저씨도 명상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재 사용 때문에 사용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네요. 재사용은 표면상 드러나는 하나의 

이유겠지요.  

 
  



2 장. 옵저버 패턴 

이번 정리에서는 2 장의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패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감을 잡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미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패턴들을 제외한 다수의 설계패턴들은 개발 시에 자주 등장하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사이의 

협력을 패턴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객체지향에서의 디자인 패턴임으로 객체들 사이의 협력을 

패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ML 에서는 객체들의 협력을 컬레보레이션(collaboration)이라 합니다.  

 

객체들은 왜 협력할까요?  

전체의 행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한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로 

정리하거나 세미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 패턴에 등장하는 Subject 와 Observer 는 어떤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것들일까요?  

바로 변경통지 때문입니다. 변경통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빈번히 요구되는 구성요소들 사이의 협력인 

것입니다.   

변경 통지를 좀 더 자세히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통지는 어떤 주제의 변경 시, 그 주제의 변경내용을 전달받아야 하는 옵저버들에게 주제의 변경을 

통지하는 것입니다.(p.83) 

이를 형식화 하면, '변경통지(어떤 주제)'가 됩니다.  

행위에 해 형식화하는 것을 저는 행위형식화라고 합니다. 이 또한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기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쉽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옵저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위에서 기술한 변경 통지 내용을 보면, 주제를 알면 그 주제의 변경내용을 전달받아야 하는 옵저버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위수행 방법까지를 기술해보면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지(어떤 주제) 

{ 

    주제에 해당하는 옵저버들에게 변경을 통지한다.    

} 

 

왜 변경을 통지하는가? 옵저버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변경에 따라 갱신하라고 

요청한다'라고 답할 수 있다.  

 

변경통지(어떤 주제) 

{ 

    주제에 해당하는 개별 옵저버들에 해 변경에 따라 갱신하도록 요청한다.    

} 

 

조금도 형식화 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변경통지(subject) 

{ 

    foreach(observer in subject.observers) 

    { 

         observer.update(subject 의 변경내역) 

    } 

} 

이를 보면 주제와 옵저버들이 연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p.84-85)  

어떤 주제에 옵저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옵저버 추가(어떤 주제, 어떤 옵저버) 

{ 

    주제.옵저버추가(옵저버) 

} 

옵저버 제거(어떤 주제, 어떤 옵저버){...} 

 

Subject, Observer 는 협력을 위한 역할입니다. 역할은 인터페이스로 작성됩니다.  

 

 

 

간단히 집고 넘어갑시다.  

 

1. p112. 객체지향 원칙이 하나 더 나오네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객체 사이에서는 가능하면 느슨하게 결합하는 디자인을 사용해야 한다.' 

객체지향 원칙 중에 '구현이 아닌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프로그래밍 한다'는 이 원칙을 실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들  

 

1. p.81 

조금 더 나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 디자인 패턴과 함께 꼭 익혀야 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TDD 와 

리팩토링입니다.   

이 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리팩토링에 해 생각해봅시다.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고는 다른 디스플레이 항목을 추가/제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리팩토링 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구체적인 구현에 맞춰서 코딩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캡슐화하는 것이죠.  

 

2. p112 

Subject 와 Observer 를 느슨한 결합이 아니라 아예 결합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합을 무조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협력을 위한 필요한 역할들이니, 협력이 역할들에 의존해야 합니다.  

 

변경통지라는 컬레보레이션은 변경통지자라는 클래스의 행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옵저버 추가, 삭제는 

옵저버관리자라는 클래스의 행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옵저버 관리자는 특정 주제에 한 옵저버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형식화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경통지에 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한 것에 가깝습니다.   

 

변경통지자::변경통지(subject) 

{ 

    observers = 옵저버관리자.getObservers(subject) 

     

    foreach(observer in observers) 

    { 

         observer.update(subject 의 변경내역) 

    } 

} 

 

변경관리자::옵저버 추가(어떤 주제, 어떤 옵저버) 

{ 

    옵저버목록에 주제에 연관해서 옵저버등록  

} 



3장. 데코레이터 패턴 

 

간단히 집고 넘어갑시다.  

 

p124. OCP(Open-Closed Principle)가 나오네요.  

클래스는 확장에 해서는 열려 있어야 하지만 코드 변경에 해서는 닫혀 있어야 한다.  

 

기존 코드는 건드리지 않은 채로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연해서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면서도 강하고 튼튼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아주 단순화 시키면 '변경되는 내용들을 분리해서 구성될 수 있게 만들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OCP 말이 넘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p123 에서 사부가 '코드는 무릇 밤에는 닫혀있고 아침이 

되면 열리는 연꽃과 같아야 한다'라고 비유하겠습니까?  

 

2. p130 

CondimentDecorator 를 추상클래스로 작성했으면서 구체클래스들에 beverage 를 갖도록 했네요. 

CondimentDecorator 클래스에서 Beverage 클래스로 연관이 작성되어 있으니, beverage 는 

CondimentDecorator 가 가져야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인터페이스 일 때와 같이 다룬 것 같습니다. 저자의 실수인 거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모르는 큰 뜻이 있던가. 

 

 

생각해 볼 문제들  

 

1. p118. 

체계적인 모델링 접근법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델링을 해야 할 때 처음부터 세부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결과로 p119 와 같은 복잡한 그림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스타버즈 문제를 보고, 저도 간단히 모델링을 해 봤습니다. 제가 하는 모델링 방법 중에 행위형식화라는 

것이 있는데 2 장에서도 잠깐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행위는 커피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해야 할 커피가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p.127-128  

행위형식화에서는 이런 행위를 구조를 결정한다고 해서 정적행위라고 합니다.  

 

커피를 구성하는 것은 뭐라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보면 HouseBlend 나 DarkRoast 와 같은 

기본요소가 있고, Mocha 나 Whip 과 같은 첨가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요소나 첨가요소나 커피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럼 커피를 만들어볼까요.   

기본요소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첨가요소들을 선택합니다.   

 

커피만들기(기본요소, 첨가요소들) 

{ 

    기본요소에 첨가요소들을 연결합니다.  

}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데코레이터 패턴의 예제로는 어울리지 않네요.  

데코레이터 패턴이 사용되는 경우는 기본요소 또한 다른 기본요소의 장식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장식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 덧붙여진다라는 의미로 기억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능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p144 이미지와 이 말을 연결해서 강력하게 기억해 

놓으십시오. 더해지는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부분으로 더해진다면 컴포지트 패턴에 가까워집니다.   

 

 

   



4 장. 팩토리 패턴 

생성이란 컬레보레이션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할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컬레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간단히 집고 넘어갑시다.  

 

1. p173 까지 에서는  

팩토리 패턴과 팩토리 메소드 패턴의 차이를 자꾸 거론하는 것 보니, 이 부분의 이해가 어려운가봅니다.  

 

생성해야 할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팩토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품을 생성하는 방법이 다양해야 한다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사용해야 합니다.  

 

 

2. p158-160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먼저 학습하고, 해당 설명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 p177 의존성 뒤집기 원칙(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의존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는 뭔 소리인지 알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존에 대해 가장 단순하게 설명해 봅니다.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 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면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일반화된 의존의 의미입니다.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 할 때의 의존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p175 DependentPizzaStore 의 createPizza 를 설명해보세요.  

Pizza 가 리턴 타입이네요. Pizza 가 뭔지 모르고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겠지요.  

body 부분을 보면 NYStyleCheesePizza 등을 모른다면 또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DependentPizzaStore 는 이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p163 의 PizzaStore 의 메소드들을 설명하는데에는 Pizza 만 뭔지만 알면 됩니다. 즉, Pizza 에만 의존한다는 

겁니다.  

 

p178 그림에서 NYStyleCheesePizza 는 Pizza 를 상속받았으니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Pizza 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네요. 자기 자체로 설명이 다 됩니다.  

 

 

p179. 뭐가 이리 장황한지? 뭐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참 어렵네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보죠.  

추상수준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의존하던 것을 추상 수준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의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추상수준이 높은 것은 위에, 추상수준이 낮은 것은 아래에 배치해보세요. p176 은 위에 배치된 추상수준이 

높은 것에서 아래에 배치된 추상수준이 낮은 것에 의존합니다. p178 은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추상수준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에 의존합니다.  

 

p180 도 이해하기 힘드네요.  

세 번째 문단('이제 생각하는 순서를 뒤집어 봅시다.’로 시작하는 부분)은 뭔 소린지 의미 전달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번역이 이상한 것인가 하고 원서를 보았습니다. Pizzas 를 Pizza 로 옮겼네요.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맨 위에서부터 생각하는 대신 구체적인 피자들(Pizzas)에서 생각을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추상화 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거지요. 그럼 당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각하게 되겠지요. 

구체적인 것들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옮겨 간 것입니다.  

 

4. p181 원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만한 가이드라인  

- 어떤 변수에도 구상 클래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저장하지 맙시다.  



- 구상 클래스에서 유도된 클래스를 만들지 맙시다.  

- 베이스 클래스에 이미 구현되어 있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지 맙시다.  

이미 구현되어 잇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베이스 클래스가 제대로 추상화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모든 서브클래스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만 정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유도된 보다는 파생 된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자주 접한 것이라 익숙합니다. 쉽게 

구상 클래스를 상속받지 말자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주장은 주의 깊게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p191 추상 팩토리  

추상 팩토리는 제품 군을 생성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팩토리에 생성 메소드가 여럿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제품에 종류가 여럿 있을 수도 있고, 팩토리 또한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요. p194 - 197 

 

이 책을 쓴 저자들은 UML 의 연관과 의존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게 특징이네요. p194-195 

  



5 장. 싱글턴 패턴 

싱글턴 패턴은 어떤 클래스에 대해 오직 하나의 객체만이 만들어져야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유일한 인스턴스가 어디서든지 접근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싱글턴 패턴의 설계를 이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구현에 있어 좀 고려할 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도 훌륭하신 선배들이 대부분 정리해 두었고, 이 책에서 

설명하듯이 멀티쓰레딩과 관련된 것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자신만의 코드집에 p220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두세요.    

 

p215 역시 UML 표현은 좀 작위적이네요.  

 

volatile 은 언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volatile vs. volatile  

  



6 장. 커맨드 패턴 

이 장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책 내용에 따라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간단히 이 패턴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객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중에서 뭔가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다루는 것이 이 요청 

메시지 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쪽을 Sender 라 하고, 메시지를 받는 쪽을 Receiver 라고 합니다.  

 

요청에 따라 뭔가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면, 사실 Sender 가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요청을 누가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지요. 커맨드 패턴은 이를 포착하고, 

Sender 를 일반화 한 것입니다.  Sender 는 Receiver 가 해당 요청을 시작하도록 invoke 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커맨드 패턴에서는 Sender 를 이런 의미에서 Invoker 라고 하고, 요청을 명령으로 보고 

Command 라고 합니다.   

 

사실 메시지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처리 하느냐 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놈이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Receiver 또한 일반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럼 Sender 와 Receiver 가 누구든지 상관 없이 

메시지 자체를 캡슐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커맨드 패턴에서는 여기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7 장. 어댑터 패턴과 퍼사드 패턴 

어댑터 패턴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것과 같이 기존 클래스들을 변경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객체들은 협력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의 협력을 위해 다수의 객체들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객체들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지는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협력에 해당하는 

행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서브시스템이 갖는 행위들이 이러한 협력에 해당하는 규모가 됩니다. 

서브시스템은 컴포넌트기반개발에서는 컴포넌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서브시스템이나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한 구현을 제공하는 클래스를 퍼사드라고 합니다. 퍼사드의 메소드에는 당연 객체들의 협력 

내용이 구현되겠지요. UML 에서는 퍼사드를 focus 라고 합니다.  

  

 
간단히 집고 넘어갑시다.  

1. p303 '최소 지식 원칙 - 정말 친한 친구하고만 얘기하라'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싶네요.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만 친구가 되라.  

 

 

생각해 볼 문제들  

1. p282-285 다중상속을 통한 클래스 어댑터 구현   

구현클래스들에 해당하는 기반 클래스들에 대해서 다중상속을 하는 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상속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생기는 상속의 오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클래스와 일반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작성될 수 없는 설계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면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NWC 컨설팅에서 지금 웹 출판하고 있는 '리얼 소프트웨어 모델링 1 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 장. 템플릿 메소드 패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네요. 설명 로 쭉 따라가면서 읽어나가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설계적인 지식보다는, 먼저 추상 메소드에 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상 메소드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으면, 템플릿 패턴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1. p334 헐리우드 원칙이라는 이름도 재미있는 디자인 원칙이 나옵니다.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에서 '명함을 뿌리면서 연락해!'라고 하는 것과는 반 네요.  

 

추상 수준이 높은 고수준 구성요소가 언제 어떤 식으로 저 수준 구성요소들이 사용할지를 미리 

정해놓겠다는 입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이 원칙을 따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p337 템플릿 패턴 중요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준도 한 단계 높여줍니다.  

템플릿패턴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아주 훌륭한 디자인 도구입니다.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이 처리되는 방식은 제어할 수 있으면서도, 프레임워크에서 처리하는 

알고리즘의 각 단계는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사람 마음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9 장. 이터레이터와 컴포지트 패턴 

 

책 내용만 보았을 때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는 구현 부분에 좀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집고 넘어갑시다.  

 

1. p360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에서, 참 민감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런 경우 참 난감하죠. 특히 조직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힘 겨루기 할 때는 정말 불필요한 

논쟁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좀 더 낫게 고치자는 건데, 고치는 쪽에서는 그것을 잘못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고칠 것은 그때 바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고치고 뭘 하려고 머리 쓰다 보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겨루기보다 먼저 고쳐주는 넓은 아량을 갖춘 개발자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논쟁을 하는 

시간이면 고치고도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2. p376 네 번째 질문과 답에서 갑자기 책가방이 튀어나오네요.  

컬렉션은 중복과 순서를 고려하느냐에 따라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컬렉션을 bag 이라고 합니다.  

 

3. p377 Single Responsibility 

왜 클래스가 하나의 책임만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할까요?  

뭔가를 하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왕이면 최적의 구조를 갖도록 해야겠지요.  

최적의 구조를 갖도록 하려면 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저것이 

문제고, 저것을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문제고'와 같이 이것 저것 다 따져볼 수 있지요.  

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많다면, 우리 머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클래스는 자기가 할 일에 적합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애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떠 맡을 수 있다면 떠 맡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구조가 요구된다면 떠 

맡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가끔 만능을 원합니다.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과 같은 구조라면 슈퍼맨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슈퍼맨과 같은 능력은 그만한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모든 능력에 맞도록 구조를 짠다면 아마도 괴물덩어리가 나올 겁니다. 고치지도 못하는.  

 

슈퍼맨을 만들려고 하다가 괴물덩어리를 만들기 보다 슈퍼맨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고려해볼 때 더 성공적일 것입니다.  

 

근데, 구조를 갖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메소드만 있는 클래스의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구조적인 효율성 문제는 없지만 관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뭘 하나 바꾸려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는데 찾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는 

것들도 보이고요. 집중력을 확 떨어뜨리지요.  

이 정도 관리 문제를 감수하겠다면, 굳이 그러지 말라고 하지는 못하겠네요. 사실 구조를 갖지 않는다면 

책임을 메소드로 잘 나누고, 공통부분들에 해서 계층적으로 잘 나누면 됩니다. 함수라이브러리 형태가 

되는 거지요.  

 

다음과 같은 디자인 원칙이 나오죠.  

클래스를 바꾸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이드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한 클래스에서는 한 가지 책임만 맡도록 해야 합니다.  

 

역자는 responsibility를 역할 또는 역할을 맡는 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책임이 역할을 맡는다는 뜻으로 풀이 될 수 있지만, 이 페이지의 내용에서는 역할이 책임보다 더 오해를 일

으킬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변경이유를 생각할 때 'iterate 하는 방법'이 바뀌었을 때, 'collecting하는 방법'이 바뀌었을 때와 같이 한 덩



어리 이유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나 역할이라는 것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니까요.  

저는 위에서 한 가지 이유나 한 가지 역할을 이야기 할 때는 객체의 존재목적에 해당하는 존재역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생각해 볼 문제들  

 

1. p405 

실체는 전체와 부분의 구조를 갖습니다. 컴포지트 패턴은 패턴이라기 보다는 실체 개념을 설명한 것뿐입니

다.  

 

  



10 장. 스테이트 패턴 

상태머신은 상태 다이어그램에 작성되며, 복잡한 반응형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상태머신에 한 설명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간단히 집고 넘어갑시다.  

1. p424 

전문가이고 비전문가이고 상태 다이어그램을 제 로 그리는 사람들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이 책에서도 그렇네요. 물론 예제는 예제니까 오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의 예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나요? 뽑기 기계를 동작시키는 임베디드 

시스템입니다. 뽑기 기계가 반응형 시스템입니다.  

 

세미나에서 이 예제를 가지고 상태 다이어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p450 4 번째 질문 '스테이트 패턴을 사용하면 디자인에'으로 시작하는 질문 

if 나 switch 를 가지고 구현하는 것에 비하면, 스테이트 패턴은 복잡한 상태기반의 반응형 시스템을 

구현하는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일 뿐이지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복합상태를 갖는 계층형 상태머신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상태머신에 한 직접적인 구현으로 참조할 만한 최고의 자료가 있습니다.  

http://www.quantum-leaps.com  

 

  



11 장. 프록시 패턴  

프록시 패턴은 간단한데, 이 장에서 제시되는 예제들의 구현이 복잡합니다. 세부적인 구현에 관심이 없다면 

구현 부분은 뛰어 버리세요.  

 

 

간단히 집고 넘어갑시다.  

1. p498 프록시 패턴은  

어떤 객체에 다른 객체들이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2. p509 질문들 

이 책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자세히 보면, "이 패턴이 저 패턴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요?"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 패턴들은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작성되는 관계라는 것이 몇 개 안되거든요. 그 중에 디자인 패턴은 실현이라는 관계, 즉 역할과 역할 

수행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강하게 맞추고 있지요.  

 

언제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이런 질문들이 안 나옵니다.  

 

 

과제 입니다.  

1. 리가 나옵니다. 이 리하고 세미나 때 설명했던 리하고는 성격이 쫌~ 다르죠.  

리도 나오고 했으니, 프록시 패턴 설계를 리해봅시다.  

 

안건국씨가 마지막 세미나실 나오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Decorator 패턴 설계 리에서 설명이 좀 상세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록시 패턴 설계를 

리하려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설명합니다.  

 

아래는 리를 구성한 것입니다.  

Adaptor 설계(다르게 표현된 역할, 역할을 수행할 상) 

{ 

1. 다음과 같이 어댑터 이름을 작성한다. 

역할을 수행할 상 +To + 다르게 표현된 역할 + Adaptor 

2. 다르게 표현된 역할을 인터페이스로, 어댑터를 클래스로 

해서 실현을 작성한다. 

3. 어댑터에서 역할을 수행할 상 방향으로 연관을 작성한 

다. 

} 

 

아래는 구성된 리가 올바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값들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해 본 

것입니다.  

Adaptor 설계(Duck, Turkey) 

{ 

1. TurkeyToDuckAdaptor 

2. 실현(Duck, TurkeyToDuckAdaptor) 

3. 연관(TurkeyToDuckAdaptor, Turkey) 

} 

 

질문은 위에서 2번 단계와 3번 단계에 한 것이었습니다.  

2번의 실현과 3번의 연관은 패턴 리자가 갖는 기본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서 이 부분을 놓친 분들이 있을 것 같습

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면,  

실현은 첫 번째 인자를 인터페이스로, 두 번째 인자를 클래스로 작성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겠지요.  

2번에서는 Duck을 인터페이스로 TurkeyToDuckAdaptor를 클래스로 해서 실현 관계를 작성합니다.  

연관은 첫 번째 인자를 source(출발)로 두 번째 인자를 target(도착)으로 해서 연관 관계를 작성합니다.  

3번에서 TurkeyToDuckAdaptor에서 Turkey 쪽으로 연관 관계를 작성합니다.  

 

 



12 장. 컴파운드 패턴 

컴파운드 패턴은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패턴 학습은 아키텍처 패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패턴에서부터 시작하면 13 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오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자인 패턴이, 왜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는 아키텍처 수준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 p554 패턴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옵저버의 경우,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관찰'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2. p555 Observable 이라는 구체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데   

Observable 은 역할의 이름으로 구체 클래스 이름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역할 이름에 해서는 세미나에서 인터페이스와 추상클래스에 해서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도록 합니다.  

 

3. p569 설명을 기억해 둡니다.  

1. 사용자는 뷰하고만 접촉할 수 있습니다.  

뷰는 모델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뷰에 해서 뭔가를 하면 뷰에서 컨트롤러한테 사용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상황에 맞게 작업을 처리합니다.  

2. 컨트롤러는 모델이 해야 할 일을 요청합니다.  

컨트롤러에서는 사용자의 행동을 받아서 해석합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컨트롤러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고, 그 행동에 따라서 모델을 어떤 식으로 조작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3. 컨트롤러에서 뷰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뷰로부터 어떤 행동을 받았을 때, 그 행동의 결과로 뷰를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러에서 인터페이스에 있는 어떤 버튼이나 메뉴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4. 상태가 변경되면 모델에서 뷰한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사용자가 한 행동 때문이든 다른 내부적인 변화 때문이든, 모델에서 뭔가가 바뀌면 모델에서 뷰한테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5. 뷰에서 모델한테 상태를 요청합니다.  

뷰에서 화면에 표시할 상태는 모델로부터 직접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모델에서 뷰한테 새로운 곡이 

재생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주면 뷰에서는 모델한테 곡 제목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서 화면에 표시합니다. 

컨트롤러에서 뷰를 바꾸라는 요청을 했을 때도 뷰에서 모델한테 상태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p569 컨트롤러의 필요성에 해서 묻는 질문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요청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메뉴나 버튼으로 작성됩니다. 분명한 요청의 단

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행동을 받아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컨트롤러는 그래픽 시스템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픽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행동을 받아

서 이전 상태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Canvas 상에 마우스를 눌렀는데, 그래

픽 객체가 있는 곳을 선택하였고, 그 후에 마우스를 이동한다면 그래픽 객체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래픽 객체가 없는 것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동한다면 그것은 러버밴딩을 해야 합니다.  

 

 

  



13 장. 패턴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 

이 장에서는 패턴을 처음 익히거나, 패턴에 푹 빠져있을 때 꼭 들어야 하는 조언들을 들려줍니다.  

 

1. p620. force 

영화 스타워즈에 의하면 포스란 "우주를 형성하고 제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패턴의 정의에서 포스란 

해결책을 형성하고 제어하는 것인 셈이죠. 해결책이 포스의 양면(밝은 면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과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조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비로소 제 로 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도 멋지네요. 그런데 그리 와 닿지는 않는군요.  

저는 force 를 원동력에 비유합니다. force 는 해결책을 결정 짓는 원동력입니다.  

해결책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입니다.   

써 놓고 보니, 그게 그거 같기도 하네요.  

 

2. p632 - 633 

패턴으로 생각한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디자인을 봤을 때 패턴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 패턴을 적용할지를 올바르게 결정하려면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리팩토링의 목적은 행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패턴과 리팩토링이 어떻게 관계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네요.  

 

 

3. p639. 명심하세요.  

너무 오버하지 말고 항상 단순한 해결책을 찾아 보세요. 패턴을 쓰지 않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야 합니다.  

 

  

  



14 장. 부록 기타 패턴 

이 장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패턴보다 덜 인기 있는 패턴들을 다룹니다.  

Bridge, Builder, Chain of Responsibility, Flyweight, Interpreter, Mediator, Memento, Prototype, Visitor 

 

근데 개수가 너무 많네요. 이걸 다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네요.  

 

Interpreter 는 어떤 언어에 한 간단한 인터프리터를 만들 때만 필요한 것이니 넘어간다고 치고.  

다른 패턴들은?  

여기서 언급되는 패턴들은 사용되는 범위가 좁고, 장점만큼 단점도 많은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조심스럽지요. 특히 Bridge, Chain of Responsibility, Visitor 는 설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설계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합니다.  

 

 

1. Bridge 

브리지 패턴은 추상팩토리와 더불어 디자인 패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생긴 것도 추상팩토리와 닮아 있습니다.  

 

브리지는 추상도 바뀌고 구체도 자주 바뀔 때 사용합니다.  

추상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다수의 버전이 동시에 사용되는 제품이 있을 때 추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p651 의 RemoteControl 과 TV 와 그 사이에 연관이 브리지를 형성합니다. 다리처럼 보이나요?  

 

2. Builder 

빌더는 생성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질 만큼 복잡한 경우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생성 절차도, 단계의 

구체적인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Chain of Responsibility 

자꾸 책임을 역할로 번역하고 있어 눈에 거슬리네요.  

 

여러 종류의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고, 처리해야 할 일의 종류에 따라 담당자들이 있는데, 누가 그 일을 

담당하는지를 감추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누가 그 일을 담당하는지를 감춘다는 것은 담당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패턴은 필터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단일 연결 리스트입니다.  

 

4. Flyweight 

특별한 인스턴스들이 정해져 있고, 이것들에 한 표현 방법이 다양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이라는 것은 인스턴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화면에 보일 때는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5. Mediator 

이것은 패턴이라기 보다는 컬레보레이션에 한 설계라고 봐야 합니다.  

컬레보레이션이라는 것이 객체들의 협력에 한 것으로 객체들의 협력을 제어하기 위해 중앙집중형 구조가 

됩니다.  

 

6. Mementor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이름은 멋있는데, 취급을 제 로 받지 못하고 있네요.  

 

7. Prototype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근데, 왜 복사를 해서 할까요?  

객체가 현재 상태를 갖기까지 드린 노력이 클 경우, 다시 처음 부터 생성해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8. Visitor 

추가되는 기능이 복잡한 구조를 갖는 상들에 한 것일 때 사용합니다.  



기능의 구현은 상들을 방문해서 처리합니다.  

어떻게 방문하도록 할 것인지는 Traverser 가 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