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카테고리란, Java에는 없는 개념으로, 기존의 클래스에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는 기능이
다. 즉, 클래스의 메소드의 선언과 구현을 여러개의 파일에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카테고리
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구현이 가능하다. 

•많은 메소드를 가지는 클래스를 복수의 모쥴로 분리해서 정의
•하나의 클래스를 복수의 개발자가 모쥴별-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개발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존의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고 직접 메소드를 추가. 

 단, 카테고리는 클래스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 및 메소드 내의 지역변수는 정의할 수 있
지만 인스턴스 변수는 정의할 수 없다. 
 
 카테고리의 정의는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interface에서 메소드를 선언하고 
implementation부에서 그 구현을 기술한다.  

•카테고리의 기술예

 일반적으로는, 메인 헤더파일에 모든 카테고리의 인터페이스부를 기술하고, 구현부는 메
인 구현파일과 각 카테고리별 구현 파일로 구분해서 기술한다. 다만, 기존의 헤더파일을 
변경하고 싶지 않을 경우, 또는 카테고리별로 병행해서 개발하는 경우엔 카테고리별로 별
개의 헤더파일을 작성하기도 한다. 

// 헤더파일. 인터페이스 선언부
@interface ClassName (CategoryName)
 
  //  메소드 선언

@end

// 구현부분
@implementaiton ClassName (Categoryname)
 
 // 메소드 구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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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name : CardDisplay.m

#import “Card.h”

@implementation Card (Display)
- (void)methodP {...}
@end

// File name : CardSort.m

 #import “Card.h”

@implementation Card (Sort)
-(void)methodX {...}
-(void)methodY {...}
@end

// File name : card.m

#import “Card.h”

@implementation Card
- (void)methodA {...}
- (void)methodB {...}
- (void)methodC {...}
- @end

// File name : Card.h

#import <Foundation/NSObject.h>

@interface Card : NSObject
{
 ...
}
- (void)methodA;
- (void)methodB;
- (void)methodC;
- @end

@interface Card (Display)
- (void)methodP;
@end

@interface Card (Sort)
- (void)methodX;
- (void)methodY;
@end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카테고리의 구현을 하나의 구현파일에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하는 카테고리의 파일을 분리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아래에서 참조란, 같은 파일 내
에서 메소드 호출 및 변수 사용 이전에 존재하거나 별개의 파일을 임포트함을 의미한다.)

•카테고리의 인터페이스부는 메인의 인터페이스부를 참조해야 한다.
•카테고리의 구현부는 대응되는 인터페이스부를 참조해야 한다.
•어떤 카테고리의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 카테고리의 인터페이스부를 참조해야 
한다.   (해당 카테고리의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참조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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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name : Card.h

#import <Foundation/
NSObject.h>

@interface Card : NSObject
{
 ...
}
- (void)methodA;
- (void)methodB;
- (void)methodC;
- @end

// File name : CardDisplay.h

@interface Card (Display)
- (void)methodP;
@end

// File name : CardSort.h

@interface Card (Sort)
- (void)methodX;
- (void)methodY;
@end

// File name : card.m

#import “Card.h”

@implementation Card
- (void)methodA {...}
- (void)methodB {...}
- (void)methodC {...}
- @end

// File name : CardDisplay.m

#import “CardDisplay.h”

@implementation Card (Display)
- (void)methodP {...}
@end

// File name : CardSort.m

 #import “CardSort.h”

@implementation Card (Sort)
-(void)methodX {...}
-(void)methodY {...}
@end



카테고리의 일반적인 구분기준은 이하와 같다.

•구현 상 서로 의존하는 메소드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다.
•국소적으로 사용되는 메소드 내지는 변수를 공유하는 메소드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다.

국소적인 카테고리의 이용

인터페이스에 선언하지 않은 국소적인 메소드간에 서로 의존성이 존재할 경우, 이의 해결
방법으로써 구현파일(확장자가 m인 파일)에 국소적인 카테고리를 선언할 수 있다. 

프라이빗 메소드의 사용

 클래스의 외부에 대해 비공개의 메소드를 프라이빗 메소드라고 한다. 자바의 경우, 메소
드에 privite란 예약어를 기술함으로써 프라이빗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지만 Objective-C에
서는 그런 문법은 없다. (Objective-C에서는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만 스코프 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헤더파일에서 선언하지 않고 구현파일에서 메소드를 기술함으로써 프라이
빗 메소드와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 경우, 헤더파일에 선언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클
래스에서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지만 이 클래스를 상속한 자식클래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식클래스에서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불의의 오버라이드를 피하기 위해, 각 클래스의 프라이빗 메소드에는 고유의 접두사를 부
여할 것을 애플은 추천하고 있다.) 

기존의 클래스에 카테고리를 추가

 기존의 클래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계승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과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클래스가 이미 다른 여러 클래스에 의해 사
용되고 있을 경우엔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기존의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명을 카테고리에 정의할 경우, 카테고리의 메소드가 우선된
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메소드의 오버라이드로써, 기존의 클래스의 메소드는 더이상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점이 바로 계승과 카테고리 추가의 커다란 차이점이기도 하다. 
명백히 오버라이드를 할 의도가 아니라면, 카테고리에 기존의 클래스와 같은 메소드명을 
선언하는 것은 피한다.

 또한, 동일한 메소드명을 여러개의 카테고리에 정의했을 경우엔 실제로 어떤 카테고리의 
메소드가 사용될지 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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