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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요소 정리

프로토콜(형식 프로토콜)
자바에 있어서 Interface의 역활을 하는 것.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자바와 마찬가지.

• 복수의 프로토콜에 준거하는 것이 가능
• 상위클래스가 프로토콜에 준거하면 그 하위클래스는 자동적으로 해당 프로토콜에 준거하게 된다.

• 프로토콜에 준거한 클래스는 해당 프로토콜에서 선언한 메소드를 구현해야 한다.

프로토콜의 정의 방법 및 프로토콜을 클래스에 적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복수의 프로토콜에 준거했을 경우, 각 프로토콜에 동일한 메소드가 존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당 메소드는 복수의 

프로토콜의 메소드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된다. 카테고리가 프로토콜에 준거하는 것도 가능.

프로토콜이 다른 프로토콜을 계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protocol 프로토콜명
 // 메소드 선언
@end

@interface 클래스명 : 슈퍼클래스명 <프로코콜명, 프로토콜명>

{

// 인스탄스 변수의 선언
}

// 메소드 선언
@end

@interface 클래스명 (카테고리명) <프로코콜명, 프로토콜명>

// 메소드 선언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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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 지정한 형의 선언도 가능. 컴파일 시의 형의 체크가 가능(카테고리의 경우, 컴파일시의 체크는 불가)

클래스의 선언에서 프로토콜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이하의 두가지 기술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순환참조의 문제를 회피하
기 위해서는 @protocol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프로토콜은 Protocol이라는 클래스로 표현된다. 이 클래스는 @protocol(프로토콜명)을 기술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클래스가 특정한 프로토콜에 준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스턴스 메소드 및 클래스 메소드
를 사용할 수 있다.

@protocol 프로토콜명 <프로코콜명, 프로토콜명>

// 메소드 선언
@end

// 변수선언
 id <프로토콜명> obj;

// 메소드 파라메타의 형 선언
 - (void)addElement: (id <프로토콜명>) elem;

#import 프로토롤 파일명
   or

@protocol 프로토콜명;

// 클래스메소드
+ (BOOL)conformToProtocol:(Protocol*) aProtocol;

      or

// 인스탄스메소드
- (BOOL)conformToProtocol:(Protocol*) aProtocol;

// 코드 예
 if( [obj conformToProtocol:@protocol(NSLoc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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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 프로토콜
NSObject에 카테고리로써 메소드를 선언할 뿐 그 구현을 하지 않은 것을 비형식 프로토콜(Informan Protocol) 내지는 간이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컴파일시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구현이 없으므로 런타임에서 해당 메소드를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
한다. 비형식 프로토콜을 구현할 클래스는 스스로의 인터페이스에 해당 메소드를 선언한 후 구현파일에 메소드의 구현을 

정의한다.(다만, 인테페이스에의 메소드의 선언은 필수적이지는 않다.) 또한 비형식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필요한 메소드를 

구현할 뿐,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메소드를 전부 구현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델리게이트가 구현할 메소드를 

선언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비형식 프로토콜에 속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respondToSelector:를 사용해서 해당 메소드가 호출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if( [win respondToSelector:@selector(draggingSourceOperationMaskForLocal:)]) {

	 mas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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