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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컬컬렉렉션션  클클래래스스  및및  CCSSttrriinngg  클클래래스스의의  활활용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링크드 리스트(Linked list)를 써야 할 일이 상당히 자주 발생합

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기 위해 링크드 리스트 대신 배열을 이용하기

도 합니다. 또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더라도 더블 링크드 리스트(Double linked list) 보

다는 상대적으로 구현하기가 수월한 단일 링크드 리스트(Single linked list)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면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잘 구현해 둔 코드를 재활

용하거나 누군가가 이미 작성해 놓은 검증된 클래스를 가져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단 기간에 안정적인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MFC를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MFC 객체(클래스)

들이나 특정 메모리들을 배열이나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해주는 클래스들이 MFC에 이미 존

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클래스들을 컬렉션 클래스라고 하며 배열, 리스트, 맵 클래스 등

이 여기에 속합니다. 

 

11..11  배배열열  클클래래스스  

 

배열 클래스는 객체를 배열처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말하며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용방법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클래스 이름 설명 

CObArray CObject 객체 포인터 배열. 

CByteArray 8비트(1바이트) 데이터 배열. (char, unsigned char 데이터) 

CDWordArray 32비트(4바이트) 데이터 배열.(int, unsigned int 데이터) 

CPtrArray void 포인터 배열. 

CStringArray CString 클래스 객체 배열. 

CWordArray 16비트(2바이트) 데이터 배열. 

CUIntArray UINT (unsigned int) 데이터 배열.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클래스의 이름에 Array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므로 정말 

배열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모두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열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로 생각해도 무방합니

다. 개발자들이 찾기 어려운 버그 중 하나는 배열의 경계를 벗어난 입출력이나 연산입니다. 

당장 큰 에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늘 에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에러

가 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의 코드는 이러한 논리적 오류의 예를 보이기 

위한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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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int 데이터가 연 이어진 배열이므로 인덱스의 범위는 당연히 0~4까지입니다. 

따라서 5라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순간 배열의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 쓰기 연산이 이루어지

게 됩니다. 해당 값을 읽어 들여 연산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값을 쓰는 것도 매우 심각

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배열을 사용할 때는 경계 검사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의 코드는 CStringArray 클래스 객체(arString)를 이용하여 문자열 배열을 구현한 예

입니다.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은 배열의 크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88번 행의 Add() 메소드는 배열에 새로운 문자열 객체를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지금 코

드에서는 for문이 5회 수행되기 때문에 배열 클래스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 데이터

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4 

arString[0] : "Test data 0" 

arString[1] : "Test data 1" 

arString[2] : "Test data 2" 

arString[3] : "Test data 3" 

arString[4] : "Test data 4" 

 

그러나 이 정도의 코드만으로 이 것이 배열이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을 것인데 이 코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결과를 확인해보면 배열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 것입니다. 

 

 

 

arString[0] : Test data 0 

arString[1] : Changed data 

arString[2] : Test data 2 

arString[3] : Test data 3 

arString[4] : Test data 4 

 

 

for문을 5회 수행하여 배열의 크기가 5이므로 인덱스의 범위는 0~4가 됩니다. 따라서 

arString[1]에 직접 할당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데이터가 덮어써지게 

되어 기존 데이터(문자열)는 지워지게 됩니다. 사용도 편리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CStringArray 클래스의 

SetSize() 메소드를 활용하여 배열의 크기를 미리 정해두기로 한다면 이 코드는 다음과 같

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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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tring[0] : Test data 0 

arString[1] : Test data 1 

arString[2] : Test data 2 

arString[3] : Test data 4 

 

 

배열의 크기를 미리 정했기 때문에(184번 행) Add() 메소드를 사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증

가시킨 후 데이터를 추가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

다. 또한 배열 사용시 가장 골치 아픈 데이터 삭제(배열의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의 삭제)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191번 행의 RemoveAt() 메소드는 배열에서 인자로 주어진 인덱스의 항

목을 삭제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arString[3] 데이터가 삭제되고 뒤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한 칸씩 자동으로 이동되어 제대로 배열 정보가 유지됩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열의 데이터를 몽땅 날려버리고 싶을 때는 

RemoveAll()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InsertAt() 메소드를 이용한다면 

배열의 중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CStringArray 클래

스의 주요 메소드를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소드 설명 

GetSize() 

배열의 전체 크기를 리턴합니다. 예제에서 Add() 메소드를 5회 호

출하여 배열 크기를 5로 맞춘 경우 GetSize()는 5를 리턴합니다. 따

라서 배열에 등록된 전체 문자열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다음

과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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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ize() 

배열의 크기를 강제로 설정합니다. 강제로 초기 크기를 정하는 것 

이외에 강제로 크기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SetAt(100);을 

수행하여 배열의 크기가 100이 되더라도 SetAt(50);을 수행하는 순

간 배열의 크기는 50이 됩니다. 

FreeExtra() 

SetSize() 메소드를 사용하여 배열의 크기를 줄인 경우 나머지 데이

터 부분에 대한 메모리를 해제하는 함수입니다. RemoveAt(), 

RemoveAll() 함수를 호출한 후 이 함수를 반드시 호출해야 하는 것

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메모리 점유를 막기 위해서 호출해 주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RemoveAll() 배열의 전체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GetAt() 
주어진 인덱스의 배열 값을 가져옵니다. 물론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 연산자를 활용하여 직접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SetAt() 
주어진 인덱스의 배열 값을 변경합니다. 물론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 연산자를 활용하여 직접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Add() 
새로운 데이터를 배열의 끝에 추가합니다.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배

열 크기가 하나 증가합니다. 

InsertAt() 
주어진 인덱스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기존 데이터를 덮어

쓰는 것이 아니므로 Add() 메소드처럼 배열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RemoveAt() 
주어진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배열의 크기를 줄입

니다. 

Operator [] 
명시한 인덱스의 값에 직접 접근(GetAt()/SetAt()으로 대체 가능)하

도록 해주는 연산자입니다. 

 

몇몇 빠진 것들은 MSDN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배열 클래스는 개발자가 별도로 메모리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많이 편리하다 물론 포인터 배열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

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겠지만 그 외에 간단한 문자열(CString)이나 정수(int) 데이터를 관리

할 것이라면 이 이상 편리하기는 힘들 정도로 이미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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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리리스스트트  클클래래스스  

 

리스트 클래스는 앞서 언급한 배열 클래스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같습니다. 다만 외적으로 

보이는 인터페이스가 앞서 배운 배열 클래스와 달리 링크드 리스트와 관련된 코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의 코드는 앞서 배열 클래스를 활용했을 때와 동일하

게 문자열(CString 객체)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배열 클래스를 활용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다만 메소드 이름이 AddTail()로 

달라졌을 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의 수행 결과도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Test string list 0 

Test string list 1 

Test string list 2 

Test string list 3 

Test string list 4 

 

 

그러나 리스트 전체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배열처럼 인덱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

라 GetPrev(), GetNext() 메소드를 사용하여 접근합니다. 다음의 코드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전체 문자열 항목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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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번 행에서는 GetHeadPosition() 메소드를 사용하여 리스트의 첫 번째 데이터(CString 

객체)에 대한 주소(POSITION 값)를 알아낸 후 GetNext() 메소드를 호출(253번 행)하여 해

당 리스트의 데이터를 추출함과 동시에 리스트의 포인터는 다음으로 넘어간다. GetNext() 

함수는 인자로 POSITION 객체에 대한 참조를 받기 때문에 인자로 전달 받은 값에 따른 객

체를 리턴함과 동시에 리스트 상의 다음 항목에 대한 주소를 이 인자에 담습니다. 따라서 

리스트 마지막까지 이동했다면 GetNext() 함수 호출 후 pos 값은 NULL이 될 수도 있습니

다. 이 함수의 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CObject*& GetNext( POSITION& rPosition ); 

 

 

참고로 POSITION 값은 리스트에 들어 있는 각 노드(CNode 구조체)에 대한 주소 값입니

다. (결국 어떤 포인터 변수) 이 데이터 형은 리스트 클래스에서만 사용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코드 예에 대해서는 CStringList를 사용하든 CStringArray를 사용하든 별반 차이가 없

다. 어떤 면에서는 CStringArray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쓰기 편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리

스트 클래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코

드는 MFC CSocket, CAsyncSocket 클래스를 이용하여 작성한 TCP/IP 채팅 서버 코드의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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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entSocket은 CSocket 클래스를 상속 받은 MFC 확장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m_ptrClientSocketList는 CPtrList 클래스 객체입니다. CPtrList 클래스는 포인터를 링크드 리

스트로 관리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므로 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MFC 클래스 객

체로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한 구조체 객체에 대한 포인터가 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메모리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단점

도 있습니다. 즉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까지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

니다. 293번 행에 보이는 AddTail() 함수의 인자로 전달된 pClient는 new 연산으로 생성된 

객체에 대한 주소이며 이 주소가 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만일 리스트에는 추가되어 

있으나 실제 객체를 삭제한다면 나중에 이 항목에 접근했을 때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음의 코드는 Find() 메소드를 이용하여 전체 리스트에서 특정 객체를 찾아내서 삭제하

는 코드 예를 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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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의 주요내용은 Find() 메소드를 사용하여 인자로 전달된 객체에 대한 주소가 리스트

에 존재하는지 확인(291번 행)하고 있다면 리스트에서 해당주소를 제거(301번 행)한 다음 

실제 메모리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CPtrList 클래스에서는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된 노드를 

검색할 때 찾고자 하는 객체의 주소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CPtrArray 클래스를 사용하면 

포인터 배열 리스트를 사용하듯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인터 

배열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메모리를 직접 관리(new/delete)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동일합

니다. CPtrList 클래스의 주요 메소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소드 설명 

GetHead() 리스트의 맨 첫번째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합니다. 

GetTail() 리스트의 맨 마지막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합니다. 

RemoveHead() 
리스트의 맨 처음 노드를 리스트에서 제거합니다. 

(※ 제거 후 해당 객체를 delete 해야 합니다.) 

RemoveTail() 
리스트의 맨 마지막 노드를 리스트에서 제거합니다. 

(※ 제거 후 해당 객체를 delete 해야 합니다.) 

RemoveAll() 

리스트를 비웁니다. 만일 각 노드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해제 하

지 않았다면 이 함수를 호출한 뒤로는 직접주소를 알지 못하는 

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AddHead() 새로운 데이터를 리스트의 맨 처음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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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Tail() 새로운 데이터를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GetHeadPosition() 맨 첫번째 노드의 POSITION 값을 리턴합니다. 

GetTailPosition() 맨 마지막 노드의 POSITION 값을 리턴합니다. 

GetNext() 
POSITION 값을 기준으로 포인터를 리턴하고 리스트의 다음 

POSITION 값을 채웁니다. (인자를 참조로 전달) 

GetPrev() 
POSITION 값을 기준으로 포인터를 리턴하고 리스트의 앞쪽 

POSITION 값을 채웁니다. (인자를 참조로 전달) 

GetAt() POSITION 값에 해당하는 포인터를 리턴합니다. 

SetAt() 

POSITION 값에 해당하는 노드의 값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값이 

덮어 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값이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해제하고 호출해야 합니다. 

RemoveAt() 
POSITION 값에 해당하는 노드를 리스트에서 제거합니다. 

(※ 제거 후 해당 객체를 delete 해야 합니다.) 

Find() 객체의 주소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검색합니다. 

FindIndex() 
배열의 인덱스처럼 리스트의 첫 번째 데이터를 0번째로 계산하여 

포인터를 리턴합니다. 

GetCount() 리스트에 등록된 노드의 개수를 리턴합니다. 

IsEmpty() 리스트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지 검사한다. 

 

11..33  CCSSttrriinngg  클클래래스스  

 

CString 클래스(MFC v9.0에서는 CStringT 클래스)는 MFC가 제공하는 문자열 처리 클래

스로써 매우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클래스입니다. 두 문자열을 붙이기 위해

서 strcat() 함수를 사용할 필요 없이 +, += 과 같은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버퍼의 크

기를 배열처럼 미리 정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다수의 MFC 클래스들

이 CString 클래스를 함수의 인자로 받거나 리턴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코드는 CString 클

래스 객체를 선언하는 일반적인 예인데 여기서 _T(“”)로 초기화 되는 것은 포인터 변수를 

NULL로 초기화 하는 것처럼 빈 문자열이 주어지도록 객체를 초기화 하는 것입니다. 

 

CString strData  =_T(""); 

 

참고로 _T(“”) 매크로는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Part 5의 “윈도우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본”부분을 보

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CString 클래스는 문자열이 유니코드건 그렇지 않건 알아서 처리해

주도록 구현이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매우 편리한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의 코드

는 CString 클래스를 활용하여 두 문자열을 합치는 예를 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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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cat()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렇게 해두면 보기도 좋고 이해도 잘 되는 코드

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CStringArray에서 배열처럼 “[]” 연산자를 지원합니다. 즉 

strData[4]와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CString 객체 자체

를 char*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에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참조만 하는 것

인데 다음의 코드가 이 예를 보인 것입니다. 

 

 

sprintf()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결과 문자열을 저장할 메모리에 대한 char* 데이터 형이 

되어야 하며 두 번째 인자로 주어진 형식 문자열(Format string)에 따라서 적절한 가변 인자

가 이어져야 합니다. 예제에서는 %s 형식이 주어졌으므로 char*로 가리킬 수 있는 데이터

가 와야 하는데 CString 클래스 객체는 이 char*로 강제 치환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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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String 클래스의 GetBuffer() 메소드를 이용하면 저장된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하므로 좀더 명시적으로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코드는 앞서 코드를 

GetBuffer() 메소드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GetBuffer() 메소드는 인자로 주어진 길이(예제에서는 1) 이상의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합니다. 현재 문자열의 길이는 1 이상이므로 전체 문자열을 다 가져와 달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함수가 리턴한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는 참조만 할 수 있을 뿐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GetBuffer() 함수로 메모리를 알아낸 다음 데이터를 변경하고 strData 객체의 

다른 스트링 처리 메소드를 호출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ReleaseBuffer() 메소드를 호출한다면 상관없습니다. ReleaseBuffer() 메소드는 CString 클래

스 객체의 내부 메모리를 해제는 함수입니다. 

다음의 코드는 CString 클래스의 Compare() 메소드를 이용하여 두 문자열을 비교하는 코

드 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메시지 박스에 Different가 출력되는데 “abcd”와 “ABCD”라는 문자열

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함수를 이용하여 두 문자열을 비교하는 방법은 기존

의 C런타임 라이브러리 함수의 strcmp() 함수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CString 

클래스는 좀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 비교 연산자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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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이가 있겠으나 훨씬 직관적인 형태로 코드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

별하지 않고 문자열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ComareNoCase()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

습니다. 만일 다음과 같이 코드가 수정된다면 메시지 박스로 Same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될 

것입니다. 

 

 

CompareNoCase() 함수는 Compare() 함수와 달리 대/소문자를 식별하지 않고 문자열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대/소문자와 관련한 CString 클래스의 메소드로 MakeUpper() 및 

MakeLower() 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각각 문자열 전체를 대문자, 소문자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리눅스와 달리 파일명에서 대소문자를 식

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들은 사용할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CString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서 메모리 관리와 관련된 함수 중에 FreeExtr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CString 객체에 사용되는 메모리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

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CString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동

안 메모리 할당 및 삭제코드가 자주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연산을 최소화 하고자 

한번 할당한 메모리를 일정상황 동안 유지합니다. 가령 현재 객체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

가 10인데 여기에 길이가 5정도의 문자열을 할당했다고 해서, 즉시 메모리의 크기가 5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지만 나머지 5를 유지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번 실행한 프로그램이 몇 일씩 종료되지 않는 서비스 프로세스일 경

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라 함은 할당연산(=)이 정상 동작하

지 않는 수준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며 프로세스의 메모리 



 15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윈도우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진 버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버그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

니 버그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서비스 모드로 동작하는 프로그

램을 개발할 때는 CString 클래스를 활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Format() 함수는 CString 클래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 하나입니다.

형식 문자열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방법은 printf() 함수와 동일합니다. 다음의 코드는 매우 

단순한 사용 예를 보인 것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s”에 인자로 “Test”라는 문자열이 주어졌는데 CString 객체를 직접 명

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자열 버퍼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CString 여러 메소드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메소드 중 하나는 TrimLeft(), 

TrimRight() 함수 입니다. 이 함수들은 각각 문자열의 왼쪽/오른쪽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스

페이스나 제어문자(\r\n과 같은 것들)들을 삭제해줍니다. 이러한 기능의 필요성은 프로그

램의 버그를 직접 경험했을 때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파일에서 문자열 데이터를 라인단위

로 읽어 들였을 때, 오른쪽 끝부분에 존재하는 제어 문자(\r이나 \n)들 때문에 길이 계산

이나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함수를 잘 이용해 준

다면 그런 문제들은 겪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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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번 행에서 nBefore 변수에는 8이 들어가는데 이는 “Test”라는 문자열의 왼쪽에는 2칸

의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TrimLeft() 함수를 호출하면 이 공백(2)이 제거되므로 

길이가 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r\n”문자열은 TrimRight() 함수를 호출하면서 제거됩니

다. 일반적인 경우 “  Test\r\n”이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했을 때 4가 되기를 바랄 것입

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공백이나 제어문자열이 눈에 보이므로 4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지만 

런타임에는 이를 볼 수 없으므로 에러를 스스로 찾는 것이 간혹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

다. 

 

CString 클래스의 여러 메소드 중에서 문자열의 부분을 뽑아내는데 유용한 함수를 꼽으라

면 Left(), Right(), Mid() 함수를 들 수 있다. 이 함수는 각각 정해진 인덱스에서 원하는 길

이만큼의 문자열을 왼쪽/오른쪽/중간에서 추출해줍니다. 함수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인자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코드와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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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코드의 의미를 좀더 보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Left(5)           

          Right(5) 

     Mid(5, 4)       

T h i s _ i s _ a _ T e s t ! 

 

CString 객체의 문자열 인덱스는 배열과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Left() 메소드는 문자열의 처음에서 인자로 주어진 길이만큼(예제에서는 5)의 문자열을 가져

오는 함수이며, Right() 메소드는 인자로 주어진 길이만큼 문자열의 끝에서 가져옵니다. 여

기서 두 함수의 인자가 인덱스가 아니라 길이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id()메소

드의 첫 번째 인자는 인덱스이고 두 번째 인자는 그 인덱스부터의 길이(예제에서는 4)만큼

의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CString 클래스가 제공하는 유용한 메소드로 Find(), FindOneOf() 함수가 있습니다. Find() 

함수는 문자열 데이터에서 인자로 주어진 문자 혹은 문자열이 어떤 위치(인덱스)에 있는지 

검사하는 함수이며 FindOneOf() 함수는 문자열 데이터에서 인자로 주어진 문자열 중 일치

하는 한 문자가 있는지 검사하여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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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에서 245번 행의 nIndex1은 2가 되며 nIndex2는 5가 됩니다. Find() 함수의 두 번

째 인자는 검색이 시작될 인덱스인데 이 값이 0이므로 문자열의 처음부터 검색합니다. 예제

에서는 “is”라는 문자열이 2번 나오므로 두 번째로 Find()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 +1을 해서 

다음으로 넘겨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만일 +1을 하지 않으면 nIndex2 값도 2가 나오게 됩

니다. 만일 예제와 달리 while()문을 사용하는 경우 +1이 추가되지 않으면 무한루프에 빠지

게 됩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없으면 Find()함수는 –1을 리턴합니다. 

 

다음의 코드는 FindOneOf()함수의 예제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메모리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라인단위로 읽어 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FindOneOf() 함수를 활용하면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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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Data에는 ‘\n’이 총 2개 들어있습니다. 예제는 이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잘라내는데 이

를 위해 FindOneOf()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검색 시작 인덱스를 지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제에서는 찾아낸 위치에서 왼쪽을 빼낸 후 원본에서 제거합니다. 여

기서 제거라 함은 260번 행에 보이는 코드인데 검색된 인덱스의 오른쪽만 뽑아내서 원본으

로 덮어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더 이상 대응되는 문자열이 없을 때까지(-1을 리턴할 때

까지)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행단위로 문자열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제에는 버그가 있습니다. 문자열의 맨 끝에 ‘\n’이 오거나 ‘\’n’만 연이어 계

속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비교 연산을 한 번 더 수행하면 해

결되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제를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구간 코드를 줄 일 수도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