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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의 정의와 개념

메소드(Method)
객체의 동작을 결정하는 클래스의 내부 절차로써 클래스의 기능을 기술해 놓은 함수

메소드의 선언부(DEFINITION)과 구현부(IMPLEMENTATION)
메소드를 선언부와 구현부에 정의할 때 사용하는 구문은 각각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언부(METHODS):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의 원형을 기술
구현부(METHOD/ENDMETHOD):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의 실질적 기능을 서술

메소드의 정의와 개념

• 선언부(METHODS):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의 원형을 기술
CLASS class_name DEFINITION.
PUBLIC SECTION.
METHODS: method_name ···.
ENDCLASS.

• 구현부(METHOD/ENDMETHOD):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의 실질적 기능을 서술
CLASS class_name IMPLEMENTATION.

METHOD method_name.
···
ENDMETHOD.
ENDCLASS.

메소드의 정의와 개념

메소드 시그니처(Method Signature)
CLASS class_name DEFINITION.
PUBLIC SECTION.
METHODS method_name [ IMPORTING iv_var TYPE type_name “input parameter
EXPORTING ev_var TYPE type_name “output parameter
CHANGING cv_var TYPE type_name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 RETURNING value(rv_var) TYPE type_name “ 한 개의 Parameter
1) Exceptions exceptions
2) RASING exception_class ] .
* Returning value
메소드에서 하나의 Return value만 정의할 수 있다.
*1) EXCEPTIONS, 2) RASING
1) Classic: 기존 방식의 예외 처리
2) Class-based: 클래스 기반의 예외 처리
둘 중 하나의 예외 처리만 사용 가능

메소드의 특징

영역에 따른 메소드의 특징(Visibility of Methods)
: Public Method & Private Method
Public Method
모든 사용자에 의해 어디서에나 호출 가능
Private Method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호출 가능

메소드의 특징

CLASS lcl_vehicle DEFINITION.
PUBLIC SECTION.
METHODS set_type IMPORTING iv_make TYPE string
iv_model TYPE string.
PRIVATE SECTION.
METHODS init_type.
DATA: mv_make TYPE string,
mv_model TYPE string.
ENDCLASS.

외부에서 PRIVATE SECTION에 선언된 method
에 접근하는 원리
•

는 기능 수행
•

mv_model에 각각 입력되도록 하는 기능 수행

METHOD: init_type.
CLEAR: mv_make, mv_model.
ENDMETHOD.

ENDCLASS.

Set_type: Importing Parameter인 iv_make, iv_model에 입력되
는 값을 클래스의 Private 영역에 정의돼 있는 속성 mv_make,

CLASS lcl_vehicle IMPLEMENTATION.

METHOD set_type.
IF iv_make IS INITIAL.
*
Calling Method init_type
ELSE.
mv_make = iv_make.
mv_model = iv_model.
ENDIF.
ENDMETHOD.

Init_type: Private Attribute인 mv_make, mv_model을 CLEAR하

PRIVATE SECTION에 정의된 Private Method init_type은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클래스의 Public Method set_type 이 구현될 때
정의된 조건에 의해 Private Method init_type 을 호출할 수 있
다.

메소드의 특징

종류에 따른 메소드의 특징
: Instance Method & Static Method
•

Instance Method

Both static and instance components can be accessed
Static & instance Attribute에 접근 가능
Definition using METHODS

•

Static Method

Only static components can be accessed
오직 Static Attribute(CLASS-DATA)에만 접근 가능
클래스 수준에서 Static Method 정의하기 때문에 Static components에만 접근 가능
즉, Static Method에는 Instance가 필요하지 않으며 클래스를 통해 직접 접근 가능
Defined with CLASS-METHODS

메소드의 특징

Functional Method
하나의 RETURNING Parameter만 가진다. (Call by value만 허용, Call by reference 허용X)
AS ABAP 7.40 이전에는 EXPORTING 또는 CHANGING Parameter가 허용되지 않았다.

메소드의 호출 – Instance Method

Instance Method의 호출
Reference variable->Instance_Method( ).
-> : Object component selector(Instance Method)

Instance Method 호출하는 문법
CALL METHOD ref->method_name은 instance method를 호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법이다.
CALL METHOD 구문을 붙여 호출하는 방법과 구문을 생략하고 instance method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다.

메소드의 호출 – Instance Method

• CALL METHOD ref->method_name
CALL METHOD ref->method_name
EXPORTING iv_par = val_ex
IMPORTING ev_par = val_im
CHANGING cv_par = val_chg
RECEIVING rv_par = val_rc “Functional Method
EXCEPTIONS exception = val_ec
CALL METHOD 구문을 통해 Instance Method를 호출하는 경우 Parameters를 나열하는 삽입 어구()의
생략이 가능하다.

메소드의 호출 – Instance Method

• ref->method_name
ref->method_name(
EXPORTING iv_par = val_ex

IMPORTING ev_par = val_im
CHANGING cv_par = val_chg
RECEIVING rv_par = val_rc “Functional Method
EXCEPTIONS exception = val_ec ) .
CALL METHOD 구문이 생략된 짧은 문법 또한 SAP Netweaver AS 6.10 버전부터 지원된다.
전자와 다르게 이 버전에서는 CALL METHOD가 생략 가능하고 Parameters를 나열하는 삽입 어구 ()가 반드시 사용된다.
( 다음에는 반드시 공백이 없어야 하며 ) 전에는 한 칸 이상의 공백이 필요하다.

만약 하나의 Importing Parameter를 가지는 Instance Method를 호출할 때는 추가적으로 EXPORTING를 붙이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메소드의 호출 – Static Method

Static Method의 호출
class_name=>Instance_Method( ).
=> : Object component selector(Static Method)

Instance Method 호출하는 문법
Static Method를 호출하는 형식은 Instance Method를 호출하는 형식과 거의 비슷하지만 두 가지 차이점
이 있다.
Reference variable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Class name이 들어가고 Object component selector의 모양
을 -> 아닌 =>로 표현해야 한다.

메소드의 호출 – Static Method

• class_name=>method_name
class_name=>method_name(
EXPORTING iv_par = val_ex
IMPORTING ev_par = val_im
CHANGING cv_par = val_chg
RECEIVING rv_par = val_rc “Functional Method
EXCEPTIONS exception = val_ec ) .
Staitc Attribute와 마찬가지로 Static Method는 객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주소가 지정된다.
또한 Instance Method와 같이 클래스에서 Static Method를 호출할 때는 class_name을 생략할 수 있다.

메소드의 호출 – Functional Method

• Functional Method의 호출
RECEIVING Parameter를 명시적으로 할당하거나 다양한 표현을 통한 암시적인 호출이 가능하다.
• MOVE, CASE, LOOP 명령문
• 논리적 표현 (IF, WHILE, CHECK, WAIT UTIL)
• 산수와 비트 표현 어구 (COMPUTE)

메소드의 호출 – Functional Method

Functional Method Example
CLASS lcl_vehicle DEFINITION.
PUBLIC SECTION.
METHODS get_average_fuel IMPORTING iv_distance
TYPE s_distance
iv_fuel
TYPE s_capacity
RETURNING VALUE(rv_fuel) TYPE s_consum.
ENDCLASS.
DATA: go_veh1
TYPE REF TO lcl_vehicle,
go_veh2
TYPE REF TO lcl_vehicle,
gv_avg_fuel TYPE s_consum.
*Two Functional Instance Method
gv_avg_fuel =
go_vhe1->get_average_fuel( iv_distance = 500 iv_fuel = '50.0' )
+ go_veh2->get_average_fuel( iv_distance = 600 iv_fuel = '60.0' ).
"COMPUTE: Implicit Functional Method Call
*One Functional Static Method
DATA gv_number TYPE i.
gv_number = lcl_vehicle=>get_n_o_veh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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