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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담당교수: 단국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전공 박경신 

 

 답은 반드시 답안지에 기술할 것. 공간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답안지 몇 쪽의 뒤에 있다고 명기한 

후 기술할 것. 그 외의 경우의 답안지 뒤쪽이나 연습지에 기술한 내용은 답안으로 인정 안 함. 답에

는 반드시 네모를 쳐서 확실히 표시할 것. 

 답안지에 학과, 학번, 이름 외에 본인의 암호를 기입하면 성적공고시 학번 대신 암호를 사용할 것임. 

 
1. 다음 문장의 내용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표시하시오. (10점) 

1) CCmdUI 클래스는 CObject 파생 클래스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요소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____F____ 

2) 일반적으로 통지메시지를 위해 표준 컨트롤은 WM_COMMAND 메시지를 사용하지만 
공통 컨트롤은 WM_NOTIFY 메시지를 사용한다.                          ___T_____ 

3) MFC에서 컨트롤 (Controls)은 일반적으로 대화상자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항상 
자식 윈도우 (Child Window)로만 존재한다.                               ____T____ 

4) 뮤텍스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 속한 쓰레드 간의 동기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___F_____ 

5) SDI (Single Document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도큐먼트와 하나의 뷰 
객체만 존재한다.                                                       ____F____ 

 

2. 다음 문장에 맞게 빈칸을 채워라. (10점) 
1) __비모드형 대화상자__는 대화상자가 출력되어 있는 동안 제어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은 형태로 대화상자를 닫지 않더라도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2) __작업자 쓰레드__는 사용자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수행할 때 
사용하는 쓰레드이다. 

3) 텍스트의 입력과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컨트롤은 __편집 컨트롤 (Edit Control) 
__이다. 

4) MFC에서 제공하는 쓰레드 동기화 (synchronization) 클래스로 __CSyncObject, 
CCriticalSection, CMutex, CSemaphore, CEvent___가 있다. 

5) 뷰 영역 전체를 대화상자가 차지하고 컨트롤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는 대화상자 기반의 뷰 클래스는 __CFormView__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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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ndows 운영체제는 우선순위 (Priority)에 기반한 CPU 스케줄링을 사용한다. 즉, 우선순위

가 높은 쓰레드에게 우선적으로 CPU 시간을 할당하게 되는데, 쓰레드의 우선순위 결정요소를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하라. (5점) 그리고 우선순위 CPU 스케줄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을 기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Windows 운영체제의 CPU 스케줄링을 설명하라. (5점)  
 

기초 우선순위는 우선순위 클래스 (Priority Class) + 우선순위 레벨 (Priority Level)로 결정

됨. Windows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한 쓰레드는 모두 동일한 우선순위 클래스를 가짐. 우

선순위 클래스의 종류로 실시간, 높음, 보통초과, 보통, 보통이하, 낮음이 있음. 

우선순위 클래스 안에 다시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있음. 우선순위 레벨의 종류로 

TIME_CRITICAL, HIGHEST, ABOVE_NORMAL, NORMAL, BELOW_NORMAL, LOWEST, 

IDLE이 있음.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기아상태문제(즉, 낮은 우선순위작업들이 CPU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윈도우 운영체제의 CPU 스케줄링은 쓰레드의 우

선순위를 동적으로 변동시켜줌. 일단 쓰레스의 시간 할당량이 만료되면, 인터럽트 당함. 인터

럽트된 가변 우선순위 쓰레드는 우선순위가 낮아짐. 가변 우선순위 쓰레드가 Wait 상태에서 

풀려나면, 쓰레드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변적으로 높여줌. 그리고 활성화된 프로세스의 

경우 후위 프로세스에 비해 3배정도 시간할당량을 해줌. 

 

4. MFC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종류로 윈도우 (Window) 메시지, 통지 
(Notification) 메시지, 명령 (Command) 메시지, 명령갱신 (Command Update) 메시지, 사용

자 정의 메시지가 있다. 각 메시지에 대해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라. (10점) 
 

윈도우 메시지 
(Window Message) 

WM_로 시작하는 메시지 (WM_COMMAND 제외)로 윈도

우 생성, 종료, 마우스, 키보드 입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WM_PAINT, WM_CREATE, WM_DESTROY, 
WM_ACTIVE, WM_INITDIALOG, WM_KEYDOWN, 
WM_CHAR, WM_MOUSEMOVE, WM_LBUTTONDOWN 

통지 메시지 
(Notification Message) 

버튼과 같은 컨트롤 객체나 자식 윈도우에서 부모윈도우로 
보내는 메시지 BN_CLICKED, EN_CHANGE, 
CBN_SELCHANGE, LBN_SELCHANGE 

명령 메시지 
(Command Message) 

메뉴, 툴바, 엑셀레이터 키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

로 부터 발생하는 WM_COMMAND 메시지 

명령 갱신 메시지 
(Command Update Message) 

메뉴, 툴바, 상태바 등의 상태를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발
생하는 MFC에서만 사용하는 고유의 메시지 

사용자 정의 메시지 
(User Defined Message) 

MFC가 제공하지 않는 윈도우 메시지로 사용자가 원하는 메
시지를 선언하고 ON_MESSAGE 매크로를 이용하여 메시지

와 함수를 연결하고 SendMessage로 사용자정의 메시지를 
발생시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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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그림은 도큐먼트/뷰 구조 MFC 응용프로그램의 파일메뉴를 보여주고 있다. “새 파일”의 
경우, CWinApp 클래스에서 ID_FILE_NEW와 연결된 OnFileNew() 커맨드 핸들러 함수를 호출

하여, 새로운 도큐먼트를 생성하고 CDocument 클래스의 OnNewDocument()가 호출되고, 그 
안에서 DeleteContents()가 호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열기”, “저장”,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과정을 설명하라 (10점) 

 

열기 

 ID_FILE_OPEN 

 CWinApp 클래스의 OnFileOpen() 커맨드 핸들러 함수 호출 

 CDocument 클래스의 OnOpenDocument() 함수 호출 

 CDocument 클래스의 DeleteContents() 함수 호출 

 CDocument 클래스의 Serialize() 함수 호출 

저장 

 ID_FILE_SAVE 

 CWinApp 클래스의 OnFileSave() 커맨드 핸들러 함수 호출 

 CDocument 클래스의 OnSaveDocument() 함수 호출 

 CDocument 클래스의 Serialize() 함수 호출 

다른 이름으로 저장 

 ID_FILE_SAVE_AS 

 CWinApp 클래스의 OnFileSaveAs() 커맨드 핸들러 함수 호출 

 CWinApp 클래스의 OnFileSave() 커맨드 핸들러 함수 호출 

 CDocument 클래스의 OnSaveDocument() 함수 호출 

 CDocument 클래스의 Serialize() 함수 호출 

 Serialize() 

 

6. 다음 사용자 정의 클래스 CPerson에 직렬화를 구현하라. (10점) 
 
class CPerson { 
public: 
 CString m_strName; 
 int m_nAge; 
 
public: 
 CPerson(); 
 CPerson(CString, int); 
 ~CPerson(); 
 
 void SetName(CString strName) { m_strName = strName; } 
 void SetAge(int nAge) { m_nAge = nAge; } 
 

ID_FILE_NEW
ID_FILE_OPEN
ID_FILE_SAVE
ID_FILE_SAVE_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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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 CString GetName() { return m_strName; } 
 const int GetAge() { return m_nAge; } 
}; 
 
CPerson::CPerson() 
{ 
 m_strName = _T(""); 
 m_nAge = 0; 
} 
 
CPerson::CPerson(CString strName, int nAge) 
{ 
 m_strName = strName; 
 m_nAge = nAge; 
} 
 
CPerson::~CPerson() 
{ 
} 

class CPerson : public CObject { 
DECLARE_SERIAL(CPerson) 
public: 
 CString m_strName; 
 int m_nAge; 
 
public: 
 CPerson(); 
 CPerson(CString, int); 
 virtual ~CPerson(); 
 virtual void Serialize(CArchive& ar); 
 
 void SetName(CString strName) { m_strName = strName; } 
 void SetAge(int nAge) { m_nAge = nAge; } 
 const CString GetName() { return m_strName; } 
 const int GetAge() { return m_nAge; } 
}; 
 
IMPLEMENT_SERIAL(CPerson, CObject, 1) 
CPerson::CPerson() 
{ 
 m_strName = _T(""); 
 m_nAge = 0; 
} 
 
CPerson::CPerson(CString strName, int nAge) 
{ 
 m_strName = strName; 
 m_nAge = nAge; 
} 
 
CPerson::~CPerson() 
{ 
} 
 
void CPerson::Serialize(CArchive &ar) 
{ 

CObject::Serialize(ar); // 기본클래스의함수호출 
 if (ar.IsStoring()) //쓰기상태이면 모든변수를 순서대로 아카이브에 저장 

ar << m_strName << m_nAge;  
 else  // 모든변수를순서대로아카이브로부터읽음 

ar >> m_strName >> m_nAge; 

} 
// Doc 클래스에서 사용자 정의 클래스의 Serialize를 사용해야 함 
void CPersonDoc::Serialize(CArchive & ar) 
{ 
 if (ar.IsStoring()) 
  m_PersonData.Serialize(ar); 
 else 
  m_PersonData.Serializ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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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브 클래싱 (Subclassing)과 메시지 반사 (Message Reflection)를 간단히 서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구현방법을 설명하라. (10점) 
 

서브 클래싱은 윈도우로 가는 메시지를 중간에서 붙잡아서 처리하는 기법으로 메시지 종류에 

따라 처리한 후 원래의 프로시저에게 전달해주거나 전달하지 않을 수 있음. 구현은: 

1. 기존의 컨트롤 클래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컨트롤 클래스를 생성함. 예를 들어 

CLetterEdit는 숫자를 받지 않고 문자(Letter)만 받는 Edit Control. 

2. 메시지 핸들러를 재정의하거나 새로운 메시지 핸들러를 추가하여 정의. 예를 들어 

CLetterEdit에 WM_CHAR 메시지 핸들러를 문자만 받도록 재정의. 

3. 뷰클래스에서 서브클래싱된 컨트롤 클래스를 지정하고 CWnd::SubclassWindow() 또는 

CWnd::SubclassDlgItem() 함수를 호출해줌. 

 

메시지 반사는 부모윈도우가 처리하지 않는 통지메시지를 컨트롤 스스로가 통지메시지를 처리

하는 것임. 구현은: 

1. 기존의 컨트롤 클래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컨트롤 클래스를 생성하고 자신의 통지를 메시

지를 처리하도록 함수를 추가함. 예를 들어 더블클릭 항목에 메시지 박스를 출력해주는 나만

의 CListBox Control. 

2. 메시지 반사 핸들러를 추가함. 예를 들어, CMyListBox에 =LBN_DBLCLK 메시지 핸들러

를 추가하여 재정의함. 부모윈도우에서 더블클릭을 처리하는 함수를 제공하지 않을 때 이 핸

들러가 불려짐. 

 

8. 다음 그림은 대화상자의 DDX(Dialog Data eXchange) Value 작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보고 DDX 자동화를 위한 UpdateData(FALSE)와 UpdateData(TRUE) 함수가 언제 호출되고 
어떤 방식으로 Edit 컨트롤과 멤버변수의 값(m_str)에 적용되는지 그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10점) 

 
 
UpdateData() 함수는 DDX Value 형태로 연결되었을 경우, 컨트롤 자원과 멤버변수 값을 

update하는 기능을 가짐. 
대화상자 생성시 초기화 함수 OnInitDialog()에서 호출되는 UpdateData(FALSE)는 멤버변수에 

설정된 값을 컨트롤에 적용됨. 내부적으로 DoDataExchange() 함수가 호출되어 그 안에 정의

된 DDV_* 함수를 호출하여 유효성을 검사하고 DDX_* 함수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전송함. 
대화상자 종료시 OnOK()에서 호출되는 UpdateData(TRUE)는 컨트롤에 있는 값을 연결된 멤버

변수값에 적용됨. 내부적으로 DoDataExchange() 함수가 호출되어 그 안에 정의된 DDX_* 함
수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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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도큐먼트/뷰 클래스 주요 가상함수인 CView::OnInitialUpdate, CView::OnUpdate, 

CDocument::SetModifiedFlag, CDocument::UpdateAllViews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라 (10점)  

 

OnInitialUpdate() 함수는 뷰 객체가 도큐먼트 객체와 연결된 후 화면에 보이기 전에 자동으로 
호출 

OnUpdate() 함수는 CDocument::UpdateAllViews 함수와 CView::OnInitialUpdate 함수에서 호
출되는 것으로 CWnd::Invalidate을 이용하여 뷰 화면 전체를 무효화시킴. 효과적인 화면 갱
신이 필요할 때 재정의함 

UpdateAllViews() 함수는 도큐먼트 객체와 연결된 모든 뷰의 화면을 갱신 
SetModifiedFlag() 함수는 도큐먼트 객체가 유지하는 데이터를 수정한 경우 호출 
 

10. 다음은 컨트롤 클래스 활용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시 처음 나타나는 

모습과 실행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프로그램에 주석을 달아라. (10점) 

 
--PersonDlg.cpp 
#include "stdafx.h" 

#include "SimplePersonRecord.h" 

#include "PersonDlg.h" 

 

// CPersonDlg dialog 

IMPLEMENT_DYNAMIC(CPersonDlg, CDialog) 

 

CPersonDlg::CPersonDlg(CWnd* pParent /*=NULL*/) 

 : CDialog(CPersonDlg::IDD, pParent) 

 , m_strName(_T("")) 

 , m_strID(_T("")) 

 , m_strPhone(_T("")) 

{ 

} 

 

CPersonDlg::~CPersonDlg() 

{ 

} 

 

void CPersonDlg::DoDataExchange(CDataExchange* pDX) 

{ 

 CDialog::DoDataExchange(pDX); 

 DDX_Text(pDX, IDC_EDIT_NAME, m_strName); 

 DDX_Text(pDX, IDC_EDIT_ID, m_strID); 

 DDX_Text(pDX, IDC_EDIT_PHONE, m_strPhone); 

} 

 

--SimplePersonRecordView.cpp 
#include "stdafx.h" 
#include "SimplePersonRecord.h" 
 
#include "SimplePersonRecordDoc.h" 
#include "SimplePersonRecordVie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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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PersonDlg.h" 
 
// CSimplePersonRecordView 
IMPLEMENT_DYNCREATE(CSimplePersonRecordView, CFormView) 
 
BEGIN_MESSAGE_MAP(CSimplePersonRecordView, CFormView) 
 ON_BN_CLICKED(IDC_BUTTON_ADD, &CSimplePersonRecordView::OnBnClickedButtonAdd) 
 ON_NOTIFY(LVN_ITEMCHANGED, IDC_LIST, &CSimplePersonRecordView::OnLvnItemchangedList) 
END_MESSAGE_MAP() 
 
// CSimplePersonRecordView construction/destruction 
CSimplePersonRecordView::CSimplePersonRecordView() 
 : CFormView(CSimplePersonRecordView::IDD) 
{ 
 // TODO: add construction code here 
 m_strName = ""; 
 m_strID = ""; 
 m_strPhone = ""; 
} 
 
CSimplePersonRecordView::~CSimplePersonRecordView() 
{ 
} 
 
void CSimplePersonRecordView::DoDataExchange(CDataExchange* pDX) 
{ 
 CFormView::DoDataExchange(pDX); 
 DDX_Control(pDX, IDC_LIST, m_ctrlList); 
} 
 
BOOL CSimplePersonRecordView::PreCreateWindow(CREATESTRUCT& cs) 
{ 
 return CFormView::PreCreateWindow(cs); 
} 
 
void CSimplePersonRecordView::OnInitialUpdate() 
{ 
 CFormView::OnInitialUpdate(); 
 GetParentFrame()->RecalcLayout(); 
 ResizeParentToFit(); 
 
 m_ctrlList.InsertColumn(0, _T("이름"), LVCFMT_LEFT, 100); 
 m_ctrlList.InsertColumn(1, _T("학번"), LVCFMT_LEFT, 100); 
 m_ctrlList.InsertColumn(2, _T("전화번호"), LVCFMT_LEFT, 150); 
 m_ctrlList.SetExtendedStyle(LVS_EX_FULLROWSELECT); 
} 
 
// CSimplePersonRecordView diagnostics 
#ifdef _DEBUG 
void CSimplePersonRecordView::AssertValid() const 
{ 
 CFormView::AssertValid(); 
} 
 
void CSimplePersonRecordView::Dump(CDumpContext& dc) const 
{ 
 CFormView::Dump(dc); 
} 
 
CSimplePersonRecordDoc* CSimplePersonRecordView::GetDocument() const 
{ 
 ASSERT(m_pDocument->IsKindOf(RUNTIME_CLASS(CSimplePersonRecordDoc))); 
 return (CSimplePersonRecordDoc*)m_pDocument; 
} 
#endif 
 
// CSimplePersonRecordView message handlers 
void CSimplePersonRecordView::OnBnClickedButtonA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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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DO: Add your control notification handler code here 
 if (UpdateData() != TRUE) 
  return; 
 
 CPersonDlg dlg; 
 if(dlg.DoModal() == IDOK) { 
  m_strName = dlg.m_strName; 
  m_strID = dlg.m_strID; 
  m_strPhone = dlg.m_strPhone; 
 } 
 
 int index = m_ctrlList.GetItemCount(); 
 m_ctrlList.InsertItem(index, m_strName); 
 m_ctrlList.SetItemText(index, 1, m_strID); 
 m_ctrlList.SetItemText(index, 2, m_strPhone); 
} 
 
void CSimplePersonRecordView::OnLvnItemchangedList(NMHDR *pNMHDR, LRESULT *pResult) 
{ 
 LPNMLISTVIEW pNMLV = reinterpret_cast<LPNMLISTVIEW>(pNMHDR); 
 // TODO: Add your control notification handler code here 
 if(pNMLV->uChanged & LVIF_STATE) { 
  if(pNMLV->uNewState & (LVIS_SELECTED|LVIS_FOCUSED)) { 
   m_strName = m_ctrlList.GetItemText(pNMLV->iItem, 0); 
   m_strID = m_ctrlList.GetItemText(pNMLV->iItem, 1); 
   m_strPhone = m_ctrlList.GetItemText(pNMLV->iItem, 2); 
 
   CPersonDlg dlg(this); 
   dlg.m_strName = m_strName; 
   dlg.m_strID = m_strID; 
   dlg.m_strPhone = m_strPhone; 
   dlg.DoModal(); 
  } 
 } 
 *pResult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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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OnInitialUpdate - 프로그램 처음 실행 시 나타나는 모습 

 

 

OnBnClickedButtonAdd - 마우스로 Add 버튼을 눌렀을 경우, CPersonDlg 대화상자가 

생성되고, 사용자는 이 대화상자에 이름, 학번,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에 항목이 추가된다 

 

OnLvnItemchangedList - 마우스로 리스트 항목을 선택했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정

보를 가진 CPersonDlg 대화상자가 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