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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멤버함수와 가상함수의 동작원리



가상함수의 동작원리와 가상함수 테이블

실행결과

하나 이상의 가상함수가 멤버로 포함되면 위와 같은 형태의

V-Table이 생성되고 매 함수호출시마다 이를 참조하게 된다

BBB 클래스의 가상함수 테이블에는 AAA::Func1에 대한 정

보가 없음에 주목하자! 



가상함수 테이블이 참조되는 방식



2. 다중상속에 대한 이해



기기의 컨버전스와 C++의 다중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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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TextEditor class  Interpreter

class  TextEditorInterpreter

다중상속

컨버전스



다중 상속 선언 및 멤버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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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MP3 {
public:

void play();
void stop();

};

class MobilePhone {
public:

bool sendCall();
bool receiveCall();
bool sendSMS();
bool receiveSMS();

};

class MusicPhone : public MP3, public MobilePhone { // 다중 상속 선언
public:

void dial();
};

void MusicPhone::dial() {
play(); // mp3 음악을 연주시키고
sendCall(); // 전화를 건다.

}

상속받고자 하는 기본
클래스를 나열한다.

MP3::play()  호출

MobilePhone::sendCall()  호출

int main() {
MusicPhone hanPhone;
hanPhone.play(); // MP3의 멤버 play() 호출
hanPhone.sendSMS(); // MobilePhone의 멤버 sendSMS() 호출

}

다중상속 선언

다중상속 활용

다중상속 활용



다중상속에 대한 견해

다중상속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이다!

※ 다중상속 : 둘 이상의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



다중상속의 기본방법

실행결과

다중상속은 말 그대로 둘 이상의 클래스를 상속하는 형태

이고, 이로 인해서 유도 클래스의 객체는 모든 기초 클래

스의 멤버를 포함하게 된다

본서에서 이야기한 상속의 이점과 다중상속이 어떠한 관

계가 있을지 생각해보자! 



다중상속의 모호성

이렇듯 호출의 대상을 구분해서 명시해야 한다



더 모호한 상황

※ Virtual 선언이 안됐을 경우 호출 대상 파악이 안됨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MiddleDervicedOne::SimpleFunc();  //MiddleDerivedOne 클래스가 상속한 Base 클래스의 SimpleFunc 함수호출을 명령!

- MiddleDerivedTwo::SimpleFunc();  // MiddleDerivedTwo 클래스가 상속한 Bbase 클래스의 SimpleFunc 함수호출을 명령!

과연 LastDerived 객체에 두 개의 Base 

멤버가 필요한가? 

int main(void)
{
cout<<"객체생성전 ..... "<<endl;
LastDerived ldr;
cout<<"객체생성후 ..... "<<endl;
ldr.ComplexFunc();
return 0;

}



가상상속

Virtual 상속으로 인해서 공통의 기초 클래스의

멤버를 하나만 포함하게 된다

• 다중 상속으로 인한 기본 클래스 멤
버의 중복 상속 해결

• 가상 상속
▫ 파생클래스의선언문에서기본클래스앞

에 virtual로 선언

▫ 파생클래스의객체가생성될 때기본 클
래스의멤버는오직 한 번만생성

 기본클래스의멤버가중복하여생성
되는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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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상속의 문제점 예제2

- 기본 클래스 멤버의
중복 상속
• Base의멤버가 이중으로객체에

삽입되는문제점.
• 동일한 x를 접근하는프로그램이

서로다른 x에 접근하는결과를낳
게되어잘못된실행 오류가발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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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tion)
가상 상속으로 다중 상속
의 모호성 해결

가상 상속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