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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관계






C++언어에서 상속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지만 우리가 프로
그래밍 할 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상속을 적용할 필요는 없
다.
객체지향에서 상속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상속을 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속은 오히려 해
가 될 수도 있다.
상속의 관계
z IS-A 관계
z Has-A(Have-A)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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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상속관계









class Regular : public Employee
class Temporary : public Employee
class Salesman : public Regular
“A Regular is a Employee." -> ”정규직 사원은 사원이
다.“
"A Temporary is a Employee." -> “임시직 사원은 사원
이다.”
"A Salesman is a Regular." -> “영업직 사원은 정규직
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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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A(HAVE-A) 상속 관계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Cudgel // 몽둥이 클래스
{
pulbic:
void Swing(){
cout << " Swing a cudgel! " << endl;
}
};



예제와 같이 몽둥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찰을 표

현하기 위해 상속을 사용하는 경우
class Police : public Cudgel // 몽둥이를 소유하는 경찰
{
public:
void UseWeapon(){
Swing();
}
};

-> HAS(HAVE)-A 관계의 상속이라고 한다.

즉, Police has a Cudgel. -> 경찰은 몽둥이를 소
유한다.

int main()
{
Police pol;
pol.UseWeapon();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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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A(HAVE-A) 상속 관계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Point
{
protected:
int x, y;
public:
Point(int _x, int _y) : x(_x), y(_y)
{
}
void ShowData() const
{
cout << "좌표: “ << ” [ “ << x << "," <<y << "]"
<< endl;
}
};

int main()
{
Circle c1(3, 5, 2.2);
c1.ShowData();
return 0;
}

const double PI=3.14159
class Circle : public Point
{
double radius;
public:
Circle(int x, int y, double rad) : Point(x,y)
{
radius = rad;
}
double GetArea() const {
return radius*radius*PI;
}
void ShowData() const {
{
Point::ShowData();
// ShowData(); //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cout << "반지름: “ << radius<< endl;
cout << " 원의 넓이: “ << GetArea() << endl;
}
};

----------------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좌표: [3, 5]
반지름: 2.2
원의 넓이: 15.2053

☞ 예제에서 Point::ShowData로 하지 않
고, ShowData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
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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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파생된 객체 포인터와 파생된 객체 레퍼런스


객체 포인터
z

z

z

객체 포인터는 그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을 저
장할 수 있는 포인터
기반 클래스의 객체 포인터와 파생 클래스의 객체 포인
터는 일반 자료형 포인터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A 클래스의 객체 포인터(A* a)는 A 클래스 객체의 주소
값 뿐만 아니라 A 클래스를 상속하는 파생 클래스들의
객체 주소값도 저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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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temp_ptr = &temp1; // 파생 클래스 객체 포인터
temp_ptr->DisplayEmployee();
cout << "Temporary 월 급여: " << temp_ptr ->GetPay()
<< endl;
temp_ptr->SetDay(25);
cout<<"Temporary 월 급여(수정된): " << temp_ptr >GetPay() << endl;
cout << endl;

#include <iostream>
#include "header.h" // 7장에서 Employee, Regular, Temporary,
Salesman
// 클래스가 정의된 헤더 파일
using namespace std;
int main(void)
{
Date date1(1995, 2, 8);
Regular reg1("권상우", "천안시", date1, 200.);

Salesman* sale_ptr = &sale1; // 파생 클래스 객체 포인터
sale_ptr ->DisplayEmployee();
cout << "Salesman 월 급여: " << sale_ptr ->GetPay()
<< endl;
sale_ptr->SetSale(60);
cout<<"Salesman 월 급여(1차 수정된): "<<sale_ptr>GetPay()<<endl;

Date date2(2000, 3, 1);
Temporary temp1("장동건", "충청남도", date2, 4);
temp1.SetDay(20);
Date date3(2004, 3, 1);
Salesman sale1("김삼순", "제주도", date3, 100., 0.1);
sale1.SetSale(20);

sale_ptr->SetSalary(500);
cout<<"Salesman 월 급여(2차 수정된): "<<sale_ptr >GetPay()<<endl;

Date date4(2005, 3, 1);
Employee emp1("이효리","서울시", date4);

return 0;
}

Employee *emp_ptr = &emp1; // 기반 클래스 객체 포인터
emp_ptr->DisplayEmployee();
cout << "Employee 월 급여: " << emp_ptr ->GetPay() << endl;
cout << endl;
Regular *reg_ptr = &reg1; // 파생 클래스 객체 포인터
reg_ptr ->DisplayEmployee();
cout << "Regular 월 급여: " << reg_ptr ->GetPay() << endl;
reg_ptr->SetSalary(300);
cout << "Regular 월 급여(수정된): " << reg_ptr ->GetPay()
<< endl;
cout << endl;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름: 이효리 주소: 서울시 입사일자: 2005.3.1
Employee 월 급여: 0
이름: 권상우 주소: 천안시 입사일자: 1995.2.8
Regular 월 급여: 200
Regular 월 급여(수정된):300
이름: 장동건 주소: 충청남도 입사일자: 2000.3.1
Temporary 월 급여: 80
Temporary 월 급여(수정된): 100
이름: 김삼순 주소: 제주도 입사일자: 2004.3.1
Salesman 월 급여: 102
Salesman 월 급여(1차 수정된): 106
Salesman 월 급여(2차 수정된):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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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된 객체와 포인터
#include <iostream>
#include "header.h" // 7장에서 Employee, Regular, Temporary,
Salesman
// 클래스가 정의된 헤더 파일
using namespace std;



있도록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주소를 가리킬 수

int main(void)
{
Date date1(1995, 2, 8);

있지만, 파생클래스의 멤버에는 접근할 권한이 없다.


Employee *emp_ptr1 = new Employee("이효리", "서울시", date1);
emp_ptr1->DisplayEmployee();

Employee *emp_ptr2 = new Regular("권상우", "천안시", date1,
200.);
emp_ptr2->DisplayEmployee();
// emp_ptr2->SetSalary(300); // 컴파일 에러 발생
Employee *emp_ptr3 = new Salesman("김삼순", "제주도", date1,
100., 0.1);
emp_ptr3->DisplayEmployee();
// emp_ptr3->SetSale(0.2); // 컴파일 에러

Employee *emp_ptr4 = new Temporary("장동건", "충청남도", date1,
4);
emp_ptr4->DisplayEmployee();
// emp_ptr4->SetDay(30);
// 컴파일 에러

기반 클래스 객체 포인터가 파생 클래스 객체를 저장할 수

Employee 형의 포인터들은 Employee 형의 포인터이므로
(비록 파생 클래스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만) Employee 클
래스 내에 선언된 멤버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Employee 타입의 포인터(Employee*)가 가리키는 대상은
컴파일러 입장에서 Employee 객체로 보인다.



실제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이건 Employee 객체라고 인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는 Regular 객체 또는 Temporary,
Salesman 객체를 가리키게끔 했으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각각의 파생 객체들임을 알고 있지만, 컴파일러는 이를 알

return 0;
}

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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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된 객체와 포인터

[그림 8-1] 상속된 객체에 대한 기반 클래스 객체포인터의 권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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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된 객체와 레퍼런스
#include <iostream>
#include "header.h" // 7장에서 Employee, Regular, Temporary,
Salesman
// 클래스가 정의된 헤더 파일
using namespace std;


int main(void)
{
Date date1(1995, 2, 8);

상속된 객체와 포인터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반 클래
스의 레퍼런스(Employee &)는 기반 클래스 객체
(Employee 객체) 뿐만 아니라, 기반 클래스 객체를 상속
하는 파생 클래스의 객체(Regular, Temporary,

Salesman sale("이효리", "서울시", date1,100,0.1);
Regular &reg1 = sale;
Employee &emp1 = sale;

Salesman)도 참조 가능하다.


클래스의 객체형(Salesman &)으로 상위 클래스(Regular

sale.DisplayEmployee();
reg1.DisplayEmployee();
emp1.DisplayEmployee();

객체)의 객체를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
생한 것이다.


error C2440: 'initializing' : cannot convert from 'class
Regular' to 'class Salesman &'

Regular reg2("장동건", "충청남도", date1, 200);
Employee &emp2 = reg2;
// Salesman &sale2 = reg2; // 첫 번째 컴파일 에러


두 번째 컴파일 에러는 기반 클래스의 레퍼런스는 참조하
는 대상이 어떤 객체이건, 기반 클래스 타입 내에 선언된
멤버와 기반 클래스가 상속한 멤버변수에만 접근이 가능
한데, 파생 클래스의 멤버 함수에 접근 할려고 해서 컴파
일 에러가 발생 하였다.



error C2039: 'SetSale' : is not a member of 'Employee'

emp2.DisplayEmployee();
// emp2.SetSale(300); // 두 번째 컴파일 에러
return 0;
}

첫 번째 컴파일 에러는 상속의 포인터와 마찬가지로 하위

11/43

8.3 가상함수와 동적결합(dynamic binding)


오버라이딩(overriding)
z 기반 클래스에 선언된 형태의 함수를 파생 클래스에서 다시 선언하
는것
z 오버라이딩된 함수도 객체 포인터를 이용하여 호출이 가능하다.

[그림 8-2] 오버라이딩(overriding)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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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라이딩(overriding)
1: #include <iostream>
2: using namespace std;
3:
4: class A
5: {
6: public:
7: void fct(){
8:
cout<<"클래스 A의 fct 함수 호출"<<endl;
9: }
10: };
11:
12: class B : public A
13: {
14: public:
15: void fct(){
16:
cout<<"클래스 B의 fct 함수 호출"<<endl;
17: }
18: };
19:
20: int main(void)
21: {
22: B* b=new B;
23: b->fct(); // 클래스 B의 fct 함수 호출
24:
25: A* a=b;
26: a->fct(); // 클래스 A의 fct 함수 호출
27:
28: delete b;
29: return 0;
30: }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

클래스 B의 fct 함수 호출
클래스 A의 fct 함수 호출
-----------------------------------------

13/43

오버라이딩(overriding)

[그림 8-3] B객체 포인터로 B 객체에
접근하는 경우

[그림 8-4] A형 포인터로 B형 객체에 접
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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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함수(virtual function)
1: #include <iostream>
2: using namespace std;
3:
4: class A
5: {
6: public:
7: virtual void fct(){
8:
cout<<"클래스 A의 fct 함수 호출"<<endl;
9: }
10: };
11:
12: class B : public A
13: {
14: public:
15: void fct(){
16:
cout<<"클래스 B의 fct 함수 호출"<<endl;
17: }
18: };
19:
20: int main(void)
21: {
22: B* b=new B;
23: b->fct(); // 클래스 B의 fct 함수 호출
24:
25: A* a=b;
26: a->fct(); // 클래스 A의 가상함수 fct 함수 호출
27:
28: delete b;
29: return 0;
30: }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

클래스 B의 fct 함수 호출
클래스 B의 fct 함수 호출
--------------------------------------------




함수 fct 앞에 virtual 예약어를 제외하고는 앞의
예제와 같다.
이러한 함수를 가리켜 가상 함수(virtual
function)라 부른다.

[그림 8-5] 가상 함수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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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lude <iostream>
2: using namespace std;
3:
4: class A
5: {
6: public:
7: virtual void fct(){
8:
cout<<"클래스 A의 fct 함수 호출"<<endl;
9: }
10: };
11:
12: class B : public A
13: {
14: public:
15: void fct(){ // virtual void fct()
16:
cout<<"클래스 B의 fct 함수 호출"<<endl;
17: }
18: };
19:
20: class C : public B
21: {
22: public:
23: void fct(){
24:
cout<<"클래스 C의 fct 함수 호출"<<endl;
25: }
26: };
27:
28:
29: int main(void)
30: {
31: B* b=new C;
32: b->fct(); // 클래스 C에서 오버라이딩 된 fct 함수 호출
33: b->B::fct(); // 클래스 B에서 선언된 fct 함수를 호출
34:

35: A* a1=b;
36: a1->fct(); // 클래스 C에서 오버라이딩 된 fct 함수 호출
37: a1->A::fct(); // 클래스 A에서 선언된 fct 함수 호출
38:
39: A* a2=new B;
40: a2->fct();
41:
41: A* a3 = new A;
42: a3->fct();
43:
44: delete b;
45: delete a2;
46: delete a3;
47:
48: return 0;
49: }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

클래스 C의 fct 함수 호출
클래스 B의 fct 함수 호출
클래스 C의 fct 함수 호출
클래스 A의 fct 함수 호출
클래스 B의 fct 함수 호출
클래스 A의 fct 함수 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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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함수

[그림 8-6] virtual 함수 상속의 특징

[그림 8-7] B 형 클래스 객체 포인터를 이용
한 가상함수 호출

17/43

[2] 가상함수

[그림 8-8] A 형 클래스 객체 포인터를 이용한 가상함수 호출

•

A 클래스와 B 클래스에서 정의된 fct 함수는 호출할 수 없는 것인가?
• A 클래스와 B 클래스에서 정의된 fct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33번째 줄
과 37번째 줄에서 한 것과 같이 영역 결정자(::)를 이용하면 된다.
• 40번째 줄과 42번째 줄처럼 자기자신의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인 경우는
자기자신의 가상함수를 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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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형성과 동적결합


C++에서의 다형성(polymorphism)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z

z
z
z

객체의 정확한 데이터형을 지정하지 않아도 그 객체의 멤버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것
같은 메시지에 대해 객체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
(또는) 하나의 문장이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것
(또는) 다른 형태의 객체가 같은 것처럼 취급되는 것

// GetPay() 함수가 가상함수로 선언: virtual double GetPay();
Employee* emp_ptr;
Regular reg;
Temporary temp;
Salesman sale;
double pay;
emp_ptr = &reg;
pay = emp_ptr->GetPay(); // Regualr::GetPay() 함수 호출
emp_ptr = &temp;
pay = emp_ptr->GetPay(); // Temporary::GetPay() 함수 호출
emp_ptr = &sale;
pay = emp_ptr->GetPay(); //Salesman::GetPay() 함수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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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형성과 동적결합


객체의 정확한 데이터형을 지정하지 않은 채 emp_ptr->GetPay()라는 코드
로 다른 클래스의 멤버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다.



GetPay()라는 같은 메시지에 대해 emp_ptr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객체에 따
라 다른 급여액을 보여주게 된다. 이때 Regular, Temporary, Salesman 클
래스의 객체는 같이 취급된다.



가상함수를 사용하여 다형성(polymorphism)을 구현할 수 있으며 상속성
(inheritance)과 함께 OOP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C언어에서는 함수를 호출할 때 컴파일러는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지, 또한
그 함수가 메모리 상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



컴파일할 때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는 고정된 함수의 주소로 번역된다. 이러
한 것을 정적결합(static binding 또는 early binding)이라고 한다.



C++에서도 가상함수가 아닌 멤버함수는 이러한 정적결합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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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형성과 동적결합


C++에서 가상함수가 호출될 때, 컴파일러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지 알 수
없다.



emp_ptr->GetPay() 코드가 Employee, Regular, Temporary, Salesman 중
에 어떤 클래스의 GetPay() 멤버함수를 호출하는 것인지 컴파일 시에는 알
수 없다.



emp_ptr라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은 실행 시에 평가해야만 한다. 이러
한 것을 동적 결함(dynamic binding 또는 late binding)이라고 한다.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서 어느 클래스에서 정의된 멤버함수를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시(run-time)에 함수 호출문을 평
가하여, 어떤 버전의 멤버함수를 호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객체 포
인터를 통하여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동적 결합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호출
되는 문장은 실행 시간(run-time)에 평가된다.



동적 결합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z

z

각 클래스에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같은 함수명을 가진 함수를 개별적
으로 작성하고 이 함수를 호출 할 수 있다.
이미 컴파일된 코드의 기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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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lude <iostream>
2: using namespace std;
3:
4: class A
5: {
6: public:
7: virtual void fct(){
8:
cout<<"클래스 A의 fct 함수 호출"<<endl;
9: }
10: };
11:
12: class B : public A
13: {
14: public:
15: void fct(){ // virtual void fct()
16:
cout<<"클래스 B의 fct 함수 호출"<<endl;
17: }
18: };
19:
20: int main(void)
21: {
21: B b;
32: b.fct(); // 정적 결합(statci binding)
33:
34: A* a = new B;
35: a->fct(); // 동적 결합(dynamic binding)
36:
37: delete a;
38: return 0;
39: }



동적결합의 이점은 이미 컴파일된 코드의 기
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즉, 다름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클래스 라이브
러리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다시 컴파일
하지 않고도 그 기능을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virtual로 지정된 가상함수라고 해서 모두 동적
결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옆 프로그램과 같이 데이터형이 분명할 때는
일반 함수와 마찬가지로 정적결합을 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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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제는 가상 함수가 실행시(run-time) 발생하는 임의의 사건에 어떻게 반
응하는가를
보여준다. */
#include <iostream>
#include <cstdlib>
using namespace std;
class base {
public:
int i;
base(int x) {
i = x;
}
virtual void func(){
cout << “base 클래스의 func() 가상함수: ";
cout << i << '₩n';
}
};

int main(){
base *p;
derived1 d_ob1(10);
derived2 d_ob2(10);
int i, j;
for(i=0; i<10; i++) {
j = rand();
if((j%2)) p = &d_ob1; // 홀수이면 d_ob1을 사용
else p = &d_ob2; // 짝수이면 d_ob2를 사용
p->func(); // 적절한 함수를 호출

class derived1 : public base
{
public:
derived1(int x) : base(x)
{
}
void func(){
cout << “derived1 클래스의 func() 가상함수: ";
cout << i*i << '₩n';
}
};

}
return 0;
}

class derived2 : public base
{
public:
derived2(int x) : base(x)
{
}
void func(){
cout << "derived2 클래스의 func() 가상함수: ";
cout << i+i <<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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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함수의 동작원리와 가상함수 테이블










C++에서 동적 결합은 가상함수 테이블(virtual function
table, v-table)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가상함수 테이블이란 가상함수를 사용하는 모든 클래스
에 대하여 컴파일러가 구축하는 가상함수 포인터 배열이
다.
가상함수를 사용하는 클래스는 모두 각각 하나씩의 가상
함수 테이블을 갖는다.
예를 들어 가상함수를 사용하는 Employee, Regular,
Temporary, Salesman 클래스는 각각 하나씩의 가상함수
테이블을 갖는다.
가상함수 테이블에는 클래스에 지정된 각각의 가상함수
에 대한 하나의 함수 포인터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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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함수의 동작원리와 가상함수 테이블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A
{
int a;
public:
virtual void vf1(){
cout<<"클래스 A의 vf1()"<<endl;
}
virtual void vf2(){
cout<<"클래스 A의 vf2()"<<endl;
}
virtual void vf3(){
cout<<"클래스 A의 vf3()"<<endl;
}
};
class B : public A
{
int b;
public:
virtual void vf2(){
cout<<"클래스 B의 overriding vf2()"<<endl;
}
void fct4(){
cout<<"클래스 B의 vf4(...)"<<endl;
}
};

class C : public B
{
int c;
public:
virtual void vf3(){
cout<<"클래스 C의 overriding vf3()"<<endl;
}
void fct5(){
cout<<"클래스 C의 vf5(...)"<<endl;
}
};
int main(void)
{
A* aa=new A();
aa->vf3();
C* cc=new C();
cc->vf3();
return 0;
}

25/43

[4] 가상함수의 동작원리와 가상함수 테이블

[그림 8-9] 각 클래스에 대한 가상함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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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함수의 동작원리와 가상함수 테이블


가상함수를 사용하는 클래스의 각 객체는 해당 클래스의
가상함수 테이블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vptr이라는 감춰진
가상함수 테이블 포인터 변수를 갖고 있다.



이 경우 클래스 객체들과 가상함수 테이블들은 그림 810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가상함수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객체는 가상함수 테이블
을 가리키는 가상함수 테이블 포인터(vptr) 멤버변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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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함수의 동작원리와 가상함수 테이블
vptr
a

A 클래스 가상함수 테이블
0x40000
0x40000
가상함수 위치(번지)

B 클래스 객체

B 클래스 가상함수 테이블

vptr

void A::vf1() 0x 1000

a

0x50000
0x50000
가상함수 위치(번지)

void A::vf2() 0x 1100

b

void A::vf3() 0x 1200

void A::vf1() 0x1000
void B::vf2() 0x2000
void A::vf3() 0x1200
void B::vf4() 0x 2100

vptr
a
b
c

C 클래스 가상함수 테이블
0x60000
0x60000
가상함수 위치(번지)
void A::vf1() 0x1000
void B::vf2() 0x2000
void C::vf3() 0x3000
void B::vf4() 0x 2100
void C::vf5() 0x 3100

[그림 8-10] 가상함수 테이블과 클래스 객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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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함수의 동작원리와 가상함수 테이블

[그림 8-11] 가상함수 테이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한 가상함수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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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함수의 동작원리와 가상함수 테이블












기반 클래스에 가상함수가 사용된다면 기반 클래스는 물론 그 클래
스에서 파생되는 모든 클래스에서는 싫든 좋든 가상함수 테이블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클래스 계층도를 구성하는 모든 클래스의 객체는 객체마
다 하나의 vptr 즉, 가상함수 테이블 포인터 변수를 갖고 있어야 한다.
가상함수 테이블 포인터는 2 또는 4 바이트의 메모리를 더 필요로 한
다. 이것은 메모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가상함수는 가상함수 테이블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직접 해당 멤버함수를 호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소
요된다.
다른 OOP 언어와 비교한다면, C++는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다
형성의 과부하를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클래스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멤버함수가 virtual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
상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이다.
가상함수는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함
수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이와 같은 과부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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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순수 가상함수와 추상 클래스
// Employee 클래스 정의
class Employee
{
char *name; // 사원이름
char *addr; // 사원 주소
Date initDay; // 사원 입사일자
public:
Employee();
Employee(char* _name, char* _addr, Date
&_initDay);
~Employee();
virtual double GetPay(void) const;
void DisplayEmployee(void) const;
};
double Employee::GetPay(void) const
{
return 0.0;
}

// Employee 클래스 정의
class Employee
{
char *name; // 사원이름
char *addr; // 사원 주소
Date initDay; // 사원 입사일자
public:
Employee();
Employee(char* _name, char* _addr, Date
&_initDay);
~Employee();
// 순수 가상함수 선언
virtual double GetPay(void) const = 0;
void DisplayEmployee(void) const; // 사원의
정보 출력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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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순수 가상함수와 추상 클래스


순수한 가상함수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멤버함수 원형 뒤에 ‘=0’라고 붙이면 된다.



순수한 가상함수로 선언된 멤버함수는 정의할 필요가 없다.
Employee::GetPay() 함수 코드를 구현할 필요가 없다.



순수한 가상함수는 모든 파생 클래스에서 반드시 재정의(overriding)되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함수 코드를 구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순수한 가상함수는 파생 클래스에 다형성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만 가질
뿐이며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순수한 가상함수가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는 인스턴스 즉, 객체를 가질 수 없다.



Employee 클래스는 순수한 가상함수 GetPay()를 갖고 있기 때문에 Employee
데이터형의 어떠한 객체도 생성할 수 없다. 이러한 클래스를 ‘추상적인 클래스
(abstract class)'라고 한다.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구체적인 클래스(concrete class)라고 한다.



추상적인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포인터 객체 변수는 선언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추상적인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클래스에서 순수한 가상함수를 재정의
(overriding)하지 않으면 그 파생 클래스도 추상적인 클래스가 되어 객체를 생성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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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 가상 함수를 사용한다.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area {
double dim1, dim2; // 도형의 두 길이
public:
void setarea(double d1, double d2){
dim1 = d1;
dim2 = d2;
}
void getdim(double &d1, double &d2){
d1 = dim1;
d2 = dim2;
}
virtual double getarea() = 0; // 순수가상함수
};
class rectangle : public area {
public:
double getarea()
{
double d1, d2;
getdim(d1, d2);
return d1 * d2;
}
};
class triangle : public area {
public:
double getarea()
{
double d1, d2;
getdim(d1, d2);
return 0.5 * d1 * d2;
}
};

int main(){
area *p;
rectangle r;
triangle t;
r.setarea(3.3, 4.5);
t.setarea(4.0, 5.0);
p = &r;
cout << "Rectangle 면적: " << p->getarea() << endl;
p = &t;
cout << "Triangle 면적:: " << p->getarea() << endl;
return 0;
}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Rectangle 면적: 14.85
Triangle 면적: 10
----------------------------------

가상 함수를 사용하는 실용적인 예제



도형의 높이와 폭의 두 길이를 갖는 area라는 기초 클래스를
생성한다.



파생 클래스에서 이 함수를 오버라이딩할 때 그 파생 클래스가
정의한 도형의 면적을 반환한다.



기초 클래스의 getarea( ) 선언은 인터페이스를 결정한다.



실제 구현은 기초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구현된다. 이
예제에서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면적이 계산된다.

33/43

연습문제 8-1


객체의 길이를 밀리미터로 표시하는 추상클래스인 Length 클래스를 정의하
여라. 그 다음 Length 클래스를 상속한 MetricLength와 EnglishLength 클래
스를 정의하여라. MetricLength 클래스는 객체의 길이를 밀리미터
(millimeters), 센티미터(centimeters), 미터(meters)로 표시하는 메소드를
갖는다. EnglishLength 클래스는 객체의 길이를 인치(inches), 피트(feet),
야드(yards)로 표시하는 메소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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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가상 소멸자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A
{
public:
A(){
cout << "Base class A Constructor" << endl;
}
~A(){
cout << "Base class A Destructor" << endl;
}
};

위의 프로그램을 컴파일 후 실행하면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

Base class A Constructor
Derived class B Constructor
Base class A Destructor
--------------------------------------------



기반 클래스인 A 객체 생성자가 먼저 호출되고,
파생 클래스 B의 생성자 함수가 호출됨

class B : public A
{
public:
B(){
cout << "Derived class B Constructor" << endl;
}
~B(){
cout << "Derived class B Destructor" << endl;
}
};
int main(void)
{
A *base_ptr = new B;
delete base_ptr;
return 0;
}



소멸되는 과정에서 A 객체 소멸자만 호출되고, B
객체의 소멸자 함수는 호출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반 클래스
에 ‘가상 소멸자(virtual destructor)"를 선언하면
된다.



가상 소멸자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소멸자 원형 앞
에 'virtual"이라는 예약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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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가상 소멸자


가상 소멸자는 언제 사용해야 하나?
z

만약 클래스에 가상함수가 있다면 그 클래스에서
파생되는 클래스의 객체는 다형성을 사용하기 위해
기반 클래스의 객체 포인터를 통하여 조작될 수 있
도록 new 연산자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상함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
를 선언할 때는 가상 소멸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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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8-2
다음 프로그램에서 생성자 함수와 소멸자 함수가 호출되는 순
서를 예상해 보자. 원하는 대로 소멸자 함수가 호출되었는
가? 원하는 대로 소멸자 함수가 호출되지 않았다면 원하는
대로 소멸자 함수가 호출되도록 수정하라.
--------------------------------------------------

class C : public B
{
public:
C(){
cout << "Derived class C Constructor"
<< endl;
}
~C(){
cout << "Derived class C Destructor"
<< endl;
}
};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A
{
public:
A(){
cout << "Base class A Constructor" << endl;
}
~A(){
cout << "Base class A Destructor" << endl;
}
};

int main(void)
{
A *base_ptr = new C;

class B : public A
{
public:
B(){
cout << "Derived class B Constructor" << endl;
}
~B(){
cout << "Derived class B Destructor" << endl;
}
};

delete base_ptr;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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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상속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A{
public:
void fct1(){
cout<<"A::fct1"<<endl;
}
};

class A{
public:
void fct1(){
cout<<"A::fct1"<<endl;
}
};

class B{
public:
void fct2(){
cout<<"B::fct2"<<endl;
}
};
class C : public A, public B{
public:
void ShowData(){
fct1();
fct2();
}
};
int main(void)
{
C c;
c.ShowData();
return 0;
}

class B{
public:
void fct1(){
cout<<"B::fct2"<<endl;
}
};
class C : public A, public B{
public:
void ShowData(){
fct1(); // 컴파일 에러, A::fct1(); 로 변경
fct1(); // 컴파일 에러, B::fct1();
}
};
int main(void)
{
C c;
c.ShowData();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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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기반 클래스









다중 기반 클래스들이 파생된 클래스에 의해 직접 상속될 때는 잠재된 문제가 존
재한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클래스 계층도를 생각해보자.
실제 Base가 Derived3에 두 번 상속된다는 의미이다.
Base의 멤버가 Derived3에 의하여 참조될 때, 이것은 모호하게 된다.
Base의 두 개의 복사본이 Derived3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ase의 멤버를 참
조하는 것은 Derived1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속된 Base를 참조하는 것인지, 아
니면 Derived2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속된 Base를 참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C++에서는 Base의 하나의 복사본만이 Derived3
에 포함되게 한다. 이 특성을 가상 기반 클래스(virtual base clas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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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base{
public:
int i;
};
// base를 가상으로 상속받는다.
class derived1 : virtual public base{
public:
int j;
};
// 역시 base 클래스를 가상으로 상속받는다.
class derived2 : virtual public base{
public:
int k;
};

class derived3 : public derived1, public derived2{
public:
int product(){
return i*j*k;
}
};
int main()
{
derived3 ob;





만약 derived1과 derived2가 base를 가상으로
상속받지 않는다면, 다음 문장은 모호하므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어떤 컴파일 에러인가?
ob.i = 10;

ob.i = 10;
ob.j = 3;
ob.k = 5;
cout << "Product is " << ob.product() << endl;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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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문제


7장까지 은행계좌 관리 프로그램을 7장과 8장에서 배운 상속과 다
형성을 적용해 보자.



은행에서 두 가지 형태의 새로운 계좌가 있다고 하자. 하나는 신용
등급이 높고 앞으로 좋은 거래 실적이 예상되는 고객만을 대상으
로 만들어 주는 “신용 계좌”이다. 이 계좌는 입금 시 바로 2%의 이
자가 추가로 더해진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계좌는 “기부 계좌”이다. 이 계좌는 입금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회에 기부되는 계좌이다. 기부 계좌에는
기부된 금액의 총액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 정보를 조회할 때, 기부된 총액도 출력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계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을
Banking System 3.0으로 변경해 보자.





추가되는 2개의 계좌는 기존의 Account 클래스를 상속하고, 각 계
좌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멤버변수와 멤버함수를 추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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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Thank You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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