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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Complete 이란?

스티브 맥코넬이 지은 책이름.(2판까지)

좋은 프로그램 /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서



좋은프로그램/좋은코드란?

좋은 프로그램이란? –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해결
해주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 – 설계적
인 측면

좋은 코드란? –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수 있고
개발자가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코드 – 구현적인
측면

…..그러면 왜 좋은 코드가 필요한 것이냐?



왜!! 좋은코드가필요하냐(1)

우리가 3D를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개발자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다.

코드 한줄로 밤을 샐수도 있고 3일 걸릴수도 있는
일을 2-3시간만에 완료시킬수도 있는 것이 개발자
의 생활인것이다.

좋은 코드가 필수는 아니나 코드가 좋아질수록 집과
친구와 가까워진다.



왜!! 좋은코드가필요하냐(2)

1인 개발자도 사람이기때문에 코드에 대한 모든 것
을 기억할수 없다

2인 이상의 협업 체제에서 좋은 코드는 더욱 좋은
효과가 있다. 일정한 비슷한 수준의 개발자가 협업
하는 것보다 들쭉날쭉한 개발자가 같이 일할 경우가
많다.

요구사항은 항상 여자마음 같다.



좋은설계

전체 적인 설계를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기능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씩 설계를 완성한
다. 

- 지킬것

복잡성최소화 / 유지관리용이 / 느슨한 결합 / 확장
성 / 재사용성 등등등



좋은설계 -좋은클래스는(1)

해당 클래스에 집중할수 있어야 하고

인터페이스에 집중할수 있어햐한다.

정보 은닉 및 무결설 보장

Ex. Getter / setter (from ex_1)

객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별해서

Base class와 child class로 정의한다.

Ex. Product / HandPhone ( from ex_1)



좋은설계 -좋은클래스는(2)

느스한 결함을 지향하고.

전역 변수 / static 변수를 지양하고

변수를 사용할때는 항상 변수에 대한

값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null / property 존재 유무 / 데이터 무결성 확인등
등등)



좋은설계 -유지

설계 문서를 항상 최신으로

용어 및 루틴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지 않게 처리하
고.

가능하면 설계 문서에도 최신 코드도 포함시키게 노
력하기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 적극이용하기

 (디카, 워드, 비지오 등등)



좋은클래스만들기. 

응집력있고 잘 정의된 기능을 공유하는 데이터와 루
틴의 모음

세부적인 구현사항을 감추고

변경사항이 다른 클래스나 프로그램에 영향 미치지
않게 한다

클래스가 스스로를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



좋은클래스만들기 –추상화

일관된 추상화 수준 유지하기

관련 없는 애들은 다른데로 보내버려요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쌍(pair)로 제공

Public 변수를 지양

인터페이스를 수정시에 추상화가 깨지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좋은클래스 -캡슐화

복장성 관리에 도움을 준다. 클래스내에서 모두 해
결할 것이니까

클래스의 멤버및 함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해당 클래스 사용에 설계문서 이외에 것에 대해서
예측하지마라.

 Ex.가격 입력 예제



좋은클래스 -상속

Base 기능과 중복되는 기능을 제외하려고 한다.

상속 받은 클래스간의 공통점은 base로 옮기게 한
다

깊은 상속 – A – B – C – D … - K? 나

중복 상속은 지양해라 – 관리하기 어렵다

강력한 base와 만능 클래스는 다른 것. 만능 클래스
는 지양



고급루틴관리 –중복코드관리

중복된 기능은 함수로 만들기(ex. Ex2)

코드 가독성을 높이고 복장성을 줄이며 실수를 줄인
다. – copy & paste의 폐해? 

용량도 줄인다 – wow! 최신경향과는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이식성을 높이고 수정 및 적용이 용이하다

심한 중첩은 지양 (for / 시리즈 만들지마)



고급루틴관리 -이름짓기

변수 및 함수 등의 이름은 최대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반영할 것.

코드를 혼자본다 할지라도 기능과 무관한 이름을 작
성하는 애들이 있다

나쁜예. 너무 단순하게 I,j,k a, b, c, etc/

캐릭터 이름을 변수로.-_-;;

디버깅할때 더욱 곤혹스럽다



고급루틴관리 –이름짓기(2)

이름이 너무 길거나 너무 광의적인 경우도 문제가
된다.

Pair(짝)이 되는 기능의 경우에는 꼭 접두어(접미어)

를 짝으로 맞춰준다

 Ex. StartCallName / EndCallName

 AddItem / RemoveItem

 OpenLocalDB / CloseLocalDB 등



고급루틴관리 –이름짓기(3)

명명규약은 항상필요하지만 다음의 경우엔 꼭 필요
하다

- 한프로젝트에 복수 개발자가 참여할때

- 유지보수를 다른 개발자에게 넘길때

- 코드 리뷰할때

- 프로젝트의 규모가 개인 수준을 넘을때

- 프로젝트간의 용어 통일이 필요할때

So .Naming Convention 을 문서화한다



고급루틴관리 -가독성

일정한 값이 항상 필요한 경우에는 const나 static으
로 선언후 사용한ㄷ(C/C++의 경우엔 define)(ex. 
Ex_1)

 Enum 쓰기를 주저하지 마라

선언만하고 버리는 변수를 없애라

좋은 줄바꿈과 좋은 공백쓰기는

팀 동료를 웃게한다

예제에서 보여주는 나쁜 예와

좋은 예를 봅시다~



고급루틴관리 -방어하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오류가 난다고

프로그램이 죽으면 우리만 손해

변수를 사용시엔 꼭 유효성을 검사하더라도 못 막을수
있다

그때를 위한 방어코드가 필요함.

변수를 사용할때도 이왕이면(ex. Ex_1)

Assertion 및 그에 대한 문서화

Assert은 Log를 남기는 방향으로



고급루틴관리 –방어하기(2)

Assert이 났을때 해당 flow에 대한 상황 이해를 위
해서 Assert에 확인해야할 값을 포함시킨다. Assert

만 확인하고 다시 디버깅하는 것은 중복 업무고 밤
이 짧아진다.

Assert 를 만들때는 해당 문장은 오류나지 않게 조
심.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Assert때문에 죽기도 한다.



고급루틴관리 –방어하기(3)

방어코드의 A이자 Z는

Try / Catch / Final 이다.

특히나 외부 라이브러리나 다른 클래스의 함수를 사용
할때 유용하다.

Catch에서 해당 예외는 꼭 로그나 Assert로 관리한다. 

단, 남발시엔 퍼포먼스를 아주 많이 떨어뜨린
다.(ex1 가격가져오기 이용)



고급루틴관리 –WPF(부록)

혹시나 해서.

WPF는 xaml / cs로 되어 있다.

Xaml에서의 event handler는 cs에서.

Region 기능은 적극사용한다. Category

UI의 오류를 줄기이 위해서는 loaded / unloaded 

event를 적극 사용한다.

Getter/ setter사용 잘해야 한다 아니면

VS가 죽어요.ㅠ.ㅠ



조건문과반복문(1)

순서가 순차적인 것이 좋다. Go / to 이런 명령어는
웬만하면 쓰지 말것.

 If / else에서는 가장 많은 경우를 if에 놓고 순차적
으로 else if … 마지막에 else로 마무리한다.

동치(=)에 대해서는 2,3번 고민해야 한다

동치하나로 결과는 완전 달라질수 있다.

If문의 경우에 else를 맞춰주는 것이 가독성 및 예외
처리에 용이함



조건문과반복문(2)

조건문이 복잡해지거나 조건의 분기가 많아질 경우
에 해당 조건을 함수로 뺀다

수정 용이하고 전체 조건 분기가 알기 쉽다.

 Ex. Ex2

Case문의 경우에 case를 특정 룰을 정해서 배치한
다. Enum 순서/알파벳순/ 숫자순등

그래야 해당 case를 누락혹은 중복 처리하는 경우
를 줄일수 있다



조건문과반복문(3)

반복문 종류

계수형 루프: 특정한 횟수만큼 반복

계속 판단형루프 – 반복할때마다 중단 여부를 판단
한다

무한루프 – 끝 없음

반복자 – 한번씩만 해당 컨테이너를 순회



조건문과반복문(4)

 Loop With Exit(ex. While) – 종료의 조건이 루프
의 시작이나 끝이 아니라 중간일때 사용

모든 조건을 한곳에 입력하자.

조건에 대해서는 주석을 꼭 달자

 For루프 – 지정된 횟수만큼 실행하며 루프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때 선호

중단 여부를 판단하려면 while을 지향



조건문과반복문(5)

루프의 제어

루프를 다룰때의 문제들

잘못된 루프초기화, 루프 초기화생략, 부적절한 중
첩, 루프변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잊거나 변수를 잘
못 증가시키는 경우, 루프 인덱스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 등등

이것의 해결책 – 루프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줄인다, 

단순화!!!!



조건문과반복문(6)

루프의 조건이 분명해야 함.

루프진입하기

 - 한위치에서만 진입

루프시작전엔 반드시 초기화

무한 루프는 while(true) / for(;;)를 사용

While과 for를 적절히 사용

While과 for를 섞어서쓴 나쁜예

 for( inputFile.MoveToStart(), recordCount = 
0; !inputFile.EndOfFile(); recordCount++) 
inputFile.GetRecord();



조건문과반복문(7)

루프의 허리 처리하기

- 루프를 사용할땐 중괄호를 꼭 써준다

- 비록 컴파일 애러가 안날지라도

- 빈루프는 피한다

- 루프제어 변수는 루프의 시작이나 끝에서 놓고 사용
한다

- 루프는 하나의 기능만을 지향한다



조건문과반복문(8)

루프의 종료

- 루프가 종료되는지 확인 – 안드로메다로?

- 종료조건을 명확하게

- 종료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변경하지 않는다 – 메모
리 접근애러!

- 루프의 마지막 값을 인덱스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비정상적인 종료가 있으니까.



조건문과반복문(9)

루프 일찍 종료하기

- 불리언 변수로 모두 순회하기 보단

Break를 쓰는것이 효율적

-해당 순회를 적당히 다음으로 넘길때는

Continue를 사용한다

루프를 잘 작성하는 방법.

-안에서부터 밖으로 하나씩 넓혀간다.

Ex. 보험료 총계 구하기. ex2



리팩토링(refactoring)(1)

지금까지 해온것이. 과제를 하던지, 일을하던지 놓
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다고 하지만. 잘 안된다. 우린?사람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리팩토링.

이제까지 배운 것의 복습이라고 할수 있다

리팩토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눈에 너무 뛸때 한다



리팩토링(refactoring)(2)

코드 중복 / 루틴이 너무 길다

너무 심한 중첩

응집성이 약한 클래스나 결합(coupling)이 강한 클
래스들!!

매개변수가 너무 많거나 base / child의 관계가 모
호해지거나 child가 base 기능을 중복해졋을때

처음단 주석과 현재 구현이 달라질때 등등



리팩토링(refactoring)(3)

리팩토링하기 않좋은 시기

- 프로젝트 시기상 중요한 때

- 코드 오류를 수정할때

- 코드를 완전히 새로 시작할때

리팩토링 하기 좋은 시기

- 루틴을 추가할때

- 클래스를 추가할때

- 결합을 수정할때

- 인터페이스 정리할때



오늘세미나에대한질문!!!



세미나AS

bmwe3@naver.com

미투데이/bmwe3

네이트온 – zapping@korea.com

예제코드 필요하면 얘기하고.

전화번호는 직접~ ^O^

이젠 뒤푸리로~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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