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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생성자 (copy constructor)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
myclass ob1; // myclass() 생성자 호출

class myclass{
int a;
public:
myclass(){
cout << "myclass() 생성자 호출“ << endl; }
myclass(int x){
cout << "myclass(int x) 생성자 호출“<<endl;
a = x;
}
myclass(const myclass &y){
cout << "myclass(const myclass &y) 생성자 호출
“ <<endl;
a = y.a;
}
int get ();
};
int myclass::get()
{
return a;
}

// myclass(int x) 생성자 호출, C스타일의 초기화
myclass ob2 = 20; // a를 20으로 초기화
myclass ob3(10); // myclass(int x) 생성자 호출 , C++ 스타일
myclass ob4(ob3); // myclass(const myclass &y) 생성자 호출
myclass ob5 = ob4; // myclass(const myclass &y) 생성자 호출
cout << "ob1 객체 a= " << ob1.get() << endl;
cout << "ob2 객체 a= " << ob2.get() << endl;
cout << "ob3 객체 a= " << ob3.get() << end;
cout << "ob4 객체 a= " << ob4.get() << end;
cout << "ob5 객체 a= " << ob5.get() << end;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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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생성자 (copy constructor)
앞 예제 프로그램의 실행결과
-------------------------------------



myclass() 생성자 호출
myclass(int x) 생성자 호출
myclass(int x) 생성자 호출
myclass(const myclass &y) 생성자 호출
myclass(const myclass &y) 생성자 호출
ob1 객체 a = -89123456
ob2 객체 a = 20
ob3 객체 a = 10
ob4 객체 a = 10
ob5 객체 a = 10
-----------------------------------------
복사 생성자 함수란?
z
z
z
z

자기자신과 같은 형태의(자료형) 객체를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의 오버로딩 된 형태
매개변수 선언에서 const 는 반드시 붙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선언은 반드시 해 주어야 함
&선언을 하지 않으면 -> 무한 루프에 빠져 버린다.(?) -> 컴파일 에러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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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default) 복사 생성자
1: #include <iostream>
2: using namespace std;
3:
4: class myclass{
5:
int a, b;
6: public:
9:
myclass(int x, int y){
10:
cout << "myclass(int x) 생성자 호출“<<endl;
11:
a = x;
12:
b = y;
13: }
14:
15: void ShowData (){
16: cout << "a: " << a << ' ' << "b: " << b
<< endl;
17: }
17: };
18:
19:
20: int main()
24: {
25:
myclass ob1(10, 20);
26:
myclass ob2(ob1); // myclass ob2 = ob1;
27:
28:
ob1.ShowData();
29:
ob2.ShowData();
30:
31: return 0;
32: }

실행결과



a: 10 b: 20
a: 10 b: 20

기본(default) 복사 생성자 함수: 전달된 매개 객체



와의 멤버변수 대 멤버변수를 복사( copy) 해 주는
일을 수행하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삽입
---------------------------------------class myclass{
int a, b;
public:
myclass(int x, int y){
cout << "myclass(int x) 생성자 호출“<<endl;
a = x;
b = y;
}
// 기본(디폴트) 복사 생성자
myclass(const myclass &ob){
a = ob.a;
b = ob.b;
}
int ShowData (){
cout << "a: " << a <<' ' << "b: " << b
<< endl;
}
};
------------------------------------------5/50

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include<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Person
{
char *name;
char *phone;
int age;
public:
Person(char* _name, char* _phone, int _age);
~Person();
void ShowData();
};
Person::Person(char* _name, char* _phone, int _age)
{
name=new char[strlen(_name)+1];
strcpy(name, _name);
phone=new char[strlen(_phone)+1];
strcpy(phone, _phone);
age=_age;
}
Person::~Person()
{
delete []name;
delete []phone;
}

void Person::ShowData()
{
//name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값 출력
printf("name=%d ₩n“, name);
//phone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값 출력
printf("phone=%d ₩n“, phone);
cout<<"age: "<<age<<endl;
}
int main()
{
Person p1("Cho", "041-560-1491", 36);
Person p2=p1; // Person p2(p1);
p1.ShowData();
p2.ShowData();
return 0;
}



위 프로그램은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
런-타임 에러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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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name = 4726352
phone = 4726288
age = 36
name = 4726352
phone = 4726288
age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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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p1 Person 객체의 메모리 구조

기본 복사 생성자 함수를 통한 p2 객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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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p2 객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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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다음과 같은 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함수를 추가하여 실행해 보자

----------------------------------------------Person::Person(const Person& p)
{
name=new char[strlen(p.name)+1];
strcpy(name, p.name);
phone=new char[strlen(p.phone)+1];
strcpy(phone, p.phone);
age=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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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name = 4726352
phone = 4726288
age = 36
name = 4726240
phone = 4725792
age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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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에 의한 p1, p2 객체 메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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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경우
① 객체 생성시 생성선언문에서 다른 객체를 이용하
여 초기화할 때
② 객체가 매개변수로서 함수에게 전달될 때
③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되는 임시 객체가 만들어
질때



복사 생성자 함수의 일반적인 형식
classname (const classname &obj)
{
// body of copy constructor
}
13/50

#include <iostream>
#include <cstdlib>
using namespace std;
class array {
int *p;
int size;
public:
array(int sz){ // 생성자 함수
p = new int[sz];
if (!p) exit(1);
size = sz;
cout << "Using 'normal' constructor₩n";
}
~array() {delete [] p;}

/* 복사 생성자 함수 정의: 이 경우, 메모리는 복사본을 위
해 할당되고, 이 메모리의 주소가 p에 저장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p는 원본 객체와 같은 메모리를 가리키지 않게
된다. */
int main()
{
array num(10); // 보통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int i;
// 값들을 배열에 저장한다.
for(i=0; i<10; i++) num.put(i, i);

// 복사 생성자
array(const array &a);
void put(int i, int j) {
if (i>=0 && i<size) p[i] = j;
}
int get(int i) {
return p[i];
}
};
array::array(const array &a){
int i;
size = a.size;
p = new int[a.size]; // 복사본을 위해 메모리를 할당한다.
if (!p) exit(1);
for(i=0; i<a.size; i++) p[i] = a.p[i]; // 내용을 복사한다.
cout << "Using copy constructor₩n";
}

// num을 출력한다.
for(i=9; i>=0; i--) cout << num.get(i) << endl;
// 또 다른 배열을 생성하고 num으로 초기화한다.
array x = num; // 이 문장은 복사 생성자 함수를 호출한다.
// x를 출력한다.
for(i=0; i<10; i++) cout << x.get(i) << endl;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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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다음은 복사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는가?
array a(10);
array b(20);
b = a; 이 경우 복사 생성자 함수 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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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iostream>
#include <cstring>
#include <cstdlib>
using namespace std;
class strtype {
char *p;
public:
strtype(char *s); // 생성자 함수
~strtype() { delete [] p; }
char *get() { return p; }
};

void show(strtype x) // 전역함수의 매개변수로 객체 전달
{
char *s;
s = x.get();
cout << s << "₩n";
}
int main()
{
strtype a("Hello"), b("There");
show(a);
show(b);

strtype::strtype(char *s)
{
int i;
i = strlen(s)+1;
p = new char [i];
if (!p) {
cout << "Allocation error₩n";
exit(1);
}
strcpy(p, s);
}

return 0;
}



위 프로그램은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복사 생성자 함수
를 정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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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함수
strtype(const strtype &o); // 복사 생성자 함수
// 복사 생성자 함수
strtype::strtype(const strtype &o)
{
cout << "복사 생성자 함수 호출!“ << endl;
p = new char [strlen(o.p)+1]; // 복사본을 위한 메모리를 할당한다.
if (!p) {
cout << "Allocation error₩n";
exit(1);
}
strcpy(p, o.p); // 문자열을 복사본에 복사한다.
}



참고로 객체가 매개변수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복사 생성자 함수
를 정의해 줄 필요는 없다. 그 객체의 멤버 변수 중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
가 아닌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기본 복사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도 실행에러
가 발생하지 않는다.

17/50

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함수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myclass
{
int i, j;
public:
myclass(int x, int y){
i=x;
j=y;
}
~myclass(){}
void ShowData(){
cout << "i= " << i << endl;
cout << "j= " << j << endl;
}
void fct(myclass a);
};
void fct(myclass a)
{
cout << "함수 fct 입니다." << endl;
a.ShowData();
}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실행에러는 없
다.

---------------------------i=1
j=2
함수 fct 입니다.
i=1
j=2
---------------------------

객체의 멤버 변수 중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컴파일러
가 제공하는 기본 복사 생성자 함수를 이
용해도 실행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int main()
{
myclass ob1(1,2);
ob1.ShowData();
fct(ob1); // 함수 호출시 매개 변수로 객체 전달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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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iostream>
#include <cstring>
#include <cstdlib>
using namespace std;
class strtype {
char *p;
public:
strtype(char *s); // 생성자 함수
~strtype() { delete [] p; }
void show();
strtype fct(); // 함수 fct는 리턴형으로 strtype 객
체를 리턴
};
strtype::strtype(char *s)
{
int i;
i = strlen(s)+1;
p = new char [i];
if (!p) {
cout << "Allocation error₩n";
exit(1);
}

void strtype::show()
{
cout << p << "₩n";
}
strtype strtype::fct()
{
strtype temp("Hi! This is function fct");
return temp;
}
int main()
{
strtype a("Hello");
a.show();
// b 객체가 fct함수에서 리턴된 temp 객체로 초기화
strtype b = a.fct();
b.show();
return 0;
}



위 프로그램은 런-타임 에러를 발생한다. 이
유는?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하라.

strcpy(p,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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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함수

fct 함수 내에서의 객체 temp와 main 함수에서의 객체 b의 메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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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 함수

fct 함수내에서의 temp 객체와 main 함수에서의 b 객체 메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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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5-1


다음 프로그램은 Book이라는 클래스를 나름대로 설계하여 그 사용 예를 프로그램 한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면 실행에러가 나타난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실행 에러를 수정하기 위해 코드를 추가하라.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Book
{
char *title;
public:
Book(char*);
~Book(){
delete title;
}
void showtitle(void);
};
Book::Book(char *string = NULL)
{
title = new char[strlen(string)+1]; // 메모리 동적 할당
strcpy(title, string);
}
void Book::showtitle(void)
{
cout << title << endl;
}
void main(void)
{
Book Book1("A C++ Programming");
Book Book2 = Book1;
Book1.showtitle();
Book2.show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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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5-2


다음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그 이
유를 설명하고, 올바르게 수정하라.

------------------------------------// 이 프로그램은 에러를 포함한다.
#include <iostream>
#include <cstdlib>
using namespace std;
class myclass {
int *p;
public:
myclass(int i);
~myclass() { delete p; }
int getval(myclass o);
};

int myclass::getval(myclass o)
{
return *o.p; // 값을 얻는다.
}
int main()
{
myclass a(1), b(2);
cout << a.getval(a) << " " << a.getval(b) << endl;
cout << b.getval(a) << " " << b.getval(b) << endl;

myclass::myclass(int i)
{
p = new int;

return 0;
if (!p) {
cout << "Allocation error₩n";
exit(1);
}
*p =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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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5-3


연습문제 5-2에서 함수 매개변수로 객체가 아닌 객체 레퍼런스
로 전달할 경우 복사 생성자 함수가 호출되는가? 그리고 함수에
객체 레퍼런스로 전달된 그 함수가 종료될 때 그 객체의 소멸자
함수는 호출되는가? 직접 실행해 보고 메모리 구조를 이용하여
실행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라.

------------------------------------------------int myclass::getval(myclass &o)
{
return *o.p; // 값을 얻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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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객체 포인터와 객체 배열




클래스의 객체도 객체 포인터를 선언하고 포인터를 통해
해당 객체의 멤버를 액세스 가능
-> 연산자 사용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myclass{
int a;
public:
myclass(int x); // 생성자
int get ();
};

int main()
{
myclass ob(120); // 객체를 생성한다.
myclass *p; // 객체 포인터를 생성한다.
p = &ob; // ob의 주소를 p에 저장한다.
cout << "Value using object: " << ob.get();
cout << "₩n";
cout << "Value using pointer: " << p->get();

myclass::myclass(int x)
{
a = x;
}

return 0;
}

int myclass::get()
{
return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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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객체 포인터와 객체 배열

객체 포인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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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적 할당 객체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1: #include <iostream>
2: using namespace std;
3:
4: class Date
5: {
6:
int Year, Month, Day;
7: public:
8:
Date(int yy=1, int mm=1, int dd=1);
9:
void SetDate(int yy, int mn, int dd);
10:
void Display();
11: };
12:
13: Date::Date(int yy, int mm, int dd)
14: {
15: Year = yy;
16: Month = mm;
17: Day = dd;
18: }
19:
20:
21: void Date::SetDate(int yy, int mm, int dd)
22: {
23: Year = yy;
24: Month = mm;
25: Day = dd;
26: }



void Date::Display()
{
cout << Year << '.' << Month << '.' << Day << endl;
}
void main()
{
// 객체 포인터와 동적 할당 객체 선언
Date *Today = new Date(2005, 9, 22);
Date *Tomorrow = new Date(2005, 9, 23);
Today->Display();
Tomorrow->Display();
delete Today;
delete Tomorrow;
}

실행결과

2005.9.22
2005.9.23



동적할당 객체는 프로그램의 실행 도중
만들어지며 힙영역에 저장
동적 할당 객체를 사용하면 실행 프로그
램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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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체 배열
/* PointArr1.cpp */

int main()
{
Point arr[3];

#include<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Point
{
int x;
int y;
public:
Point(){
cout<<"void 생성자 호출!"<<endl;
x=y=0;
}
Point(int _x, int _y){
x=_x;
y=_y;
}

for(int i=0; i<3; i++)
{
arr[i].SetX(i*2);
arr[i].SetY(i*3);
}
for(int j=0; j<3; j++)
{
cout<<"x: "<<arr[j].GetX()<<' ';
cout<<"y: "<<arr[j].GetY()<<endl;
}
return 0;
}



int GetX(){
int GetY(){

return x; }
return y; }

void SetX(int _x){ x=_x; }
void SetY(int _y){ y=_y; }
};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void 생성자 호출!
void 생성자 호출!
void 생성자 호출!
x: 0 y: 0
x: 2 y: 3
x: 4 y: 6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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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체 배열



객체 배열은 배열 안에 객체가 존재한다.
객체 배열 생성과정에서도 생성자의 호출을 요구한다.

객체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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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체 배열 – 배열 초기화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Date
{
int Year, Month, Day;
public:
Date(int yy=1, int mm=1, int dd=1);
void SetDate(int yy, int mn, int dd);
void Display();
};
Date::Date(int yy, int mm, int dd)
{
Year = yy;
Month = mm;
Day = dd;
}
void Date::SetDate(int yy, int mm, int dd)
{
Year = yy;
Month = mm;
Day = dd;
}

void Date::Display()
{
cout << Year << '.' << Month << '.' << Day << endl;
}
void main()
{
Date d[7] = {2000, Date(2001), Date(2002,2),
Date(2002, 12, 25), Date(2003, 4, 18)};
int i;
for(i=0 ;i<7; i++){
cout << i << " : ";
d[i].Display();
cout << endl;
}
delete [] d;
}
실행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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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000.1.1
1: 2001.1.1
2: 2002.2.1
3: 2002.12.25
4: 2003.4.18
5: 1.1.1
6: 1.1.1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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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객체 배열
void main()
{
Date *d = new Date[10]; // 동적 객체 배열의 선언
.
.
.
d[0]
}

Year
Month
Day

d[1]

Year
Month

Date *d = new Date[10];

Day

d[2]

Year
Month
Day

.
.
.

d[9]

Year
Month
Day

동적 객체 배열 d의 메모리 할당 형태
31/50

2차원 객체배열
// 2차원 객체 배열을 생성한다.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samp {
int a;
public:
samp(int n) { a = n; }
int get_a() { return a: }
};

위 프로그램의 출력결과는 다음과 같다.
int main()
{
samp ob[4][2] = {1, 2,
3, 4,
5, 6,
7, 8
};
int i;

-------------------------------12
34
56
78
---------------------------------

for(i = 0; i < 4; i++) {
cout << ob[i][0].get_a() << ' ';
cout << ob[i][1].get_a() << endl;
}
cout << endl;
return 0;
}

32/50

16

연습문제 5-4


Date 클래스에서 다음과 같은 세 문장의 의미
를 설명하세요. 특히, 가와 나의 차이점은 무엇
인가?
가. Date *d = new Date[10];
나. Date d[10];
다. Date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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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5-5


다음과 같은 클래스 선언을 사용하여, 10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을 생성하고 멤버
변수 ch를 A부터 J까지의 값으로 초기화하라. 그리고 실제로 배열이 이 값들을 가
지고 있는지 보여라.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letters {
char ch;
public:
letters(char c) { ch = c; }
char get_ch() { return ch; }
};
---------------------------------------------------------

34/50

17

연습문제 5-6


다음과 같은 클래스 선언을 사용하여 10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을 생성하
고 num을 1부터 10까지의 값으로, sqr를 num의 제곱으로 초기화하라.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squares {
int num, sqr;
public:
squres(int a, int b) { num = a; sqr = b; }
void show() { cout << num << ' ' << sqr << "₩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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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his 포인터




this는 멤버 함수가 호출될 때 멤버 함수에 자동으로 전달
되는 포인터로, 호출한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ob.f1(); //ob는 객체이다.



위 문장의 함수 f1( )은 호출한 객체인 ob에 대한 포인터를
자동으로 전달받는다. 이 포인터가 this이다.



멤버함수에게만 this 포인터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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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his 포인터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Person
{
public:
Person* GetThis(){
return this; //this 포인터를 리턴.
}
};

위의 예제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int main()
{
Person *p1 = new Person();

-------------------------------------포인터 p1이 가리키는 주소: 00480030
p1의 this가 가리키는 주소: 00480030

cout<<"포인터 p1이 가리키는 주소: "<<p1<<endl;
cout<<"p1의 this가 가리키는 주소: "<<p1->
GetThis()<< endl << endl;

포인터 p2가 가리키는 주소: 00481DB0
p2의 this가 가리키는 주소: 00481DB0
--------------------------------------

Person *p2 = new Person();
cout<<"포인터 p2가 가리키는 주소: "<<p2<<endl;
cout<<"p2의 this가 가리키는 주소: "<<p2->
GetThis()<<endl;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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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his 포인터

this

Person
p1 객체

p1 객체 멤버함수 내에서

this

Person
p2 객체

p2 객체 멤버함수 내에서

[그림 5-11] This 포인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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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포인터의 용도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class Data
{
int a;
int b;

--------------------------------a: 10 b: 20
-----------------------------------

public :
Data(int a, int b) {
//a=a;
this->a=a;
//b=b;
this->b=b;

• 생각해야 할 변수의 이름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 주석처리 부분을 이용해서 실행해 보자? 어떻게 되는가?

}
void printAll() {
cout<<“a: " << a<<" b: "<<b<<endl;
}
};
int main(void)
{
Data d(10, 20);
d.printAll();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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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5-7


다음 프로그램의 클래스 멤버에 대한 참조를 명시적으로 this 포인터를 사용한 참조로 바꾸어라.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myclass {
int a, b;
public:
myclass(int n, int m) { a = n; b = m; }
int add() { return a+b; }
void show();
};
void myclass::show()
{
int t;
t = add(); // 멤버 함수를 호출한다.
cout << t << "₩n";
}
int main()
{
myclass ob(10, 14);
ob.show();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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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friend 키워드 – friend 함수


클래스의 실제 멤버 함수가 아닌 함수를 이용하여 클래스의 private
멤버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는 friend 함수를 지원



friend는 클래스의 멤버가 아니면서도 클래스의 private 원소에 접근
할 수 있다.



friend 함수가 유용한 두 가지 이유는
z

z



연산자 오버로딩과 특정한 유형의 입출력 함수의 생성에서 사용
되기 때문
friend 함수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의 함수가 두 개 이상
의 서로 다른 클래스들의 private 멤버에 액세스하도록 하는 것

friend 함수는 멤버 함수가 아닌 일반 함수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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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Friend 함수
// friend 함수의 예
#include<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myclass {
int n, d;
public:
myclass(int i, int j) { n = i; d = j; }
// myclass의 friend를 선언한다.
friend int isfactor(myclass ob);
};

int main()
{
myclass ob1(10, 2), ob2(13, 3);
if (isfactor(ob1)) cout << "2 is a factor of
10₩n";
else cout << "2 is not a factor of 10₩n";
if (isfactor(ob2)) cout << "3 is a factor of 13₩n";
else cout << "3 is not a factor of 13₩n";

/* 다음은 friend 함수의 정의. 이것은 d가 n의 인
수이면 참을 반환한다. 키워드 friend가
isfactor()의 정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return 0;
}

int isfactor(myclass ob)
{
if (!(ob.n % ob.d)) return 1;
else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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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 함수


isfactor()가 myclass의 friend이므로 isfactor()는 클래스
의 private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



friend 함수는 friend로 사용되는 클래스의 멤버가 아니라
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
z

ob1.isfactor(); // 잘못된 사용이다. isfactor는 멤버 함
수가 아니다.



대신 friend 함수는 일반 함수처럼 호출



비록 friend 함수가 friend로 사용되는 클래스의 private 요
소들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클래스의 객체를 통해서만 요
소들에 접근할 수 있다.

43/50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 형이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는 공통성을 지닐 때 friend 함수가 유용하게 사
용된다.
car라는 클래스와 truck이라는 클래스는 각각의 클
래스가 나타내는 차종의 속도를 나타내는 private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truck; // 전방 선언(forward declaration)
class car {
int passengers;
int speed;
public:
car(int p, int s) { passengers = p; speed = s; }
friend int sp_greater(car c, truck t);
};
class truck {
int weight;
int speed;
public:
truck(int w, int s) { weight = w; speed = s; }
friend int sp_greater(car c, truck t);
};

/* car가 truck보다 빠르면 양수를 반환한다. 속도가 같으
면 0을 반환한다. truck이 car보다 빠르면 음수를 반
환한다. */
int sp_greater(car c, truck t)
{
return c.speed - t.speed;
}
int main()
{
int t;
car c1(6, 55), c2(2, 120);
truck t1(10000, 55), t2(20000, 72);
cout << "Compare c1 and t1:₩n";
t = sp_greater(c1, t1);
if (t < 0) cout << "Truck is faster.₩n";
else if(t == 0) cout << "Car and truck speed is the
same.₩n";
else cout << "Car is faster.₩n";
cout << "Compare c2 and t2:₩n";
t = sp_greater(c2, t2);
if (t < 0) cout << "Truck is faster.₩n";
else if(t == 0) cout << "Car and truck speed is the
same.₩n";
else cout << "Car is faster.₩n";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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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 함수


하나의 함수는 둘 이상의 클래스의 friend가 될 수 있다.



전방 선언(forward declaration 또는 forward reference )
z

클래스 선언은 실제로 되지 않았지만 클래스 이름을 컴
파일러에게 알려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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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함수는 한 클래스의 멤버이면서 다른 클래
스의 friend가 될 수도 있다.

#include<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truck; // 전방 선언
class car {
int passengers;
int speed;
public:
car(int p, int s) { passengers = p; speed = s; }
int sp_greater(truck t);
};

/* car가 truck보다 빠르면 양수를 반환한다. 속도가 같으면 0을
반환한다. truck이 car보다 빠르면 음수를 반환한다. */
int car::sp_greater(truck t)
{ /* sp_greater()는 car의 멤버이므로 truck 객체만 전달되어야 한
다. */
return speed - t.speed;
}
int main()
{
int t;
car c1(6, 55), c2(2, 120);
truck t1(10000, 55), t2(20000, 72);
cout << "Compare c1 and t1:₩n";
t = c1.sp_greater(t1); // car의 멤버 함수로서 호출
if(t<0) cout << "Truck is faster.₩n";
else if (t == 0) cout << "Car and truck speed is the
same.₩n";
else cout << "Car is faster.₩n";

class truck {
int weight;
int speed;
public:
truck(int w, int s) { weight = w, speed = s; }
// 영역 연산자(::)를 새로 사용
friend int car::sp_greater(truck t);
};

cout << "₩n Compare c2 and t2:₩n";
t = c2.sp_greater(t2); // car의 멤버 함수로서 호출
if(t<0) cout << "Truck is faster.₩n";
else if(t==0) cout << "Car and truck speed is the same.₩n";
else cout << "Car is faster.₩n";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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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에 대한 friend 선언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class A
{
int data;
public:
friend class B; // class B를 friend로 선언함!
void ShowData(){
cout << “data: “ << data << endl;
}
};
class B
{
public:
void SetData(A &a, int val){
a.data=val; //class A의 private 영역 접근!
}
};

클래스 간 friend 선언의 의미

int main()
{
A a;
B b;
b.SetData(a, 10);
a.ShowData();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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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5-8


다음과 같이 pr1과 pr2라는 두 클래스가 하나의 프린터를 공유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자. 또한, 프로그
램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프린터를 사용 중인지 알고자 한다고 하자. inuse()라는 함수를
생성하여 프린터가 사용 중이면 true를,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도록 하라. 이 함수를 pr1과 pr2 모두
의 friend가 되도록 하라.

-------------------------------------------class pr1 {
int printing;
// . . .
public:
pr1() { printing = 0; }
void set_print(int status) { printing = status; }
// . . .
};
class pr2 {
int printing;
// . . .
public:
pr2() { printing = 0; }
void set_print(int status) { printing = status;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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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문제


3장의 실습문제에서 C 언어로 작성한 “은행계좌 관리 프로그램” - version 1.0 을 4장과 5장에서 배운 C++
문법 특히 클래스 개념을 적용한 "은행계좌 관리 프로그램“ - version 2.0을 작성해 보자.



은행계좌 관리 프로그램의 v1.0에서 정의한 구조체 Account를 클래스 Account로 변경해 보자. 단순히 키
워드 struct를 class로 변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OOP 개념을 충실히 적용하여 Account 클래스를 정의해 보
자. v2.0에서 구현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v1.0의 Account 구조체는 배열을 이용하여 고객의 이름을 저장하는 형태로 구현하였는데, v2.0의 Account
클래스에서는 이를 생성자 내에서 동적 할당하는 형태로 구현하자. 즉, Account 클래스는 멤버 변수로 문자
열 포인터 (char *)를 지니고 있다.
[2] v1.0에서는 구조체 포인터 배열을 선언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고객 정보를 저장하였다. (예, struct Account
pArry[100]; // 100명의 고객에 대한 구조체 배열 변수 Account 선언) v2.0에서는 객체저장을 위한 포인터
배열을 선언해서 객체를 저장하자. 계좌의 수는 기본적으로 10개의 계좌를 생성하고, 이후 10개가 넘어면 5
개씩 추가하여 계좌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구조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자.
[3] 생성자 함수와 소멸자 함수를 반드시 정의하여 객체 초기화와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를 소멸자 함수에서
해제하자.
[4]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동적 할당 및 소멸이 이루어지므로 복사 생성자 함수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복사 생
성자 함수를 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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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Thank You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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