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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ESSON1
1. Local class
- public/private section 선언, method implementation 구현.
- Definition : class 정의하는 부분, public, private, method, event, data type, attribute 등
- Implementation : 실제 logic 구현하는 부분.
2. Attribute : 속성
- Data object(class 기본 타입), structure, table type
- Visibility (가시성) : public attribute은 외부/ 내부 모두 다 접근 가능.
private attribute은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
- 종류 : instance attribute은 메모리 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객체마다 존재.
static attribute은 class 별로 각 한 개만 존재.
3. Method : 객체 기능 결정하는 클래스 기능
- Visibility (가시성) : public method은 외부/ 내부 모두 다 호출 가능.
private method은 내부에서만 호출 가능.
- 종류 : instance method은 instance/static component 모두 다 접근 가능.
static method은 static component만 접근 가능, class에서 직접 호출 가능.

1-2) LESSON2
4. Create object
- 객체 생성 시, create object ref… 선언함과 동시에 메모리에 객체 생성.
5. Reference variable
- 정의 : type ref to 구문, 생성된 객체의 주소 값 참조할 수 있는 변수.
- 특징 1) DATA: go_vehicle TYPE REF TO lcl_vehicle.
type ref to 구문을 통해 객체 (go_vehicle) 만들었을 때, 생성된 객체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주소 값만 가지고 참조.
2) go_vehicle 2 = go_vechicle
같은 유형의 reference variable assign 함으로써
동일한 객체 주소 값 공유 가능.
6. Garbage collector
- 정의 : 런타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system routine.
- 특징 : 1) 독립적인 reference variable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객체 접근 불가능할 경우, 그
객체 주기적으로 삭제.
2) clear/free 구문을 통해 현재 참조하고 있는 reference variable 초기화.

1-3) LESSON3
7. Method 호출
- Instance method 호출 시, [call method] reference variable + ‘->’ + method( ).
- Static method 호출 시, [call method] class_name + ‘=>’ + method( ).
Instance method와 Static method 호출 방식의 차이점 잘 알아두자!
8.
-

Functional method
정의 : 단 하나의 returning parameter 가진 메서드.
특징 : ABAP 7.4 이전에는 exporting 혹은 changing parameter 사용 불가, 지금은 가능.
호출 : 1) start-of-selection (event) 에서 receiving 구문으로 호출 가능.
2) if, move 등 여러가지 표현 묵시적으로 호출 가능.

9. Public attribute access
- Instance attribute : ref->instance_attribute.
- Static attribute : class_name=>static_attribute.

1-4) LESSON4~5
10. Constructor
- 정의 : constructor 메소드 이름은 자바, C++와 다르게 정해져 있음.
11. Instance constructor
- 이름 : constructor
- 특징 : 1) class에 하나만 존재.
2) importing, exception만 가능.
3) create object 생성되자마자 구문 통해 자동적으로, 호출.

12. Static constructor
- 이름 : class_constructor
- 특징 : 1) class에 하나만 존재하지만, parameter 포함 불가.
2) class 최초로 access 될 때, 자동적으로 호출.
Instance constructor는 create object 구문 통해 생성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반면, Static constructor는 class 최초로 access 될 시, 자동적으로 호출된다.
이러한 호출 방식의 차이점 잘 알아두자!

2-1) UP-CAST 개념, 코드 설명
13. UP-CAST (Widening-cast)
- 발생 조건 : 부모(super)와 자식(sub) 기본적으로
상속의 관계가 있어야함.
- 코드 설명

1)
2)
3)

6)
4)
5)

[ABAP OOP 교재 참고]

1) go_vehicle(super) go_truck(sub) 상속 관계 구현.
2) create object go_truck 구문 통해 lcl_truck(sub)
객체 생성.
3) go_truck(ref variable)은 lcl_truck 전체 가리킴.
4) 객체 안, 까만 부분은 lcl_vehicle(super) 상속받은
객체들(get_make, get_count, display_attribute,
set_attribute, estimate_fuel)
5) Redefined : static 컴포넌트가 아닌, 부모에서
상속받은 다음 새롭게 변형된 것. 그러므로
lcl_vehicle(super)에서도 반드시 가지고 있음.
6) lcl_truck만 가지고 있는 속성(get_cargo)
7) 그러므로, go_truck 전체 다 access 가능.

2-1) UP-CAST 개념, 코드 설명
13. UP-CAST (Widening-cast)
- 코드 설명

8)

[ABAP OOP 교재 참고]

8) up-cast : go_vehicle(super의 ref), go_truck(sub
class)나란히 놓으면, sub 클래스에
가리키는 내용을 super 클래스에 넣는
현상 발생하는 것
9) UP-CAST 주의점.
9-1) up-cast 단어에서 주는 혼돈.
up은 상위 개념이지만, up-cast 일어난 후,
go_vehicle은 전체의 부분 가리키는 것 아닌,
상속받은 까만 부분만 쳐다봄.
9-2) Widening-cast 타입은 static->다이나믹하게
변환 가능.

<UP-CAST 정리>
Assignment (go_vehicle = go_truck) 가 발생한 후,
sub class 안에 있는 super class 상속받은 객체들 + 새롭게 재정의된 객체들 접근 가능
BUT, 접근지정제한은 바뀌지 않음.

2-1) UP-CAST 개념, 코드 설명
13. UP-CAST (Widening-cast)
- 코드 설명

TYPE

[ABAP OOP 교재 참고]

10) Widening-cast은 TYPE임. VIEW, ACCESS 아님.
그러므로 view, access 관점에서 좁아지거나
변하지 않음.
11) View several components -> a few components
12) Widening-cast : Target variable은 Source variable
비교할 때, 많은 다이나믹 타입
으로 access 가능.
12-1) 예시 : 기본적으로 go_vehicle, go_truck은 type
ref to 구문 통해 static type이었지만,
up-cast일어난 후, sub 클래스로 바뀜.
이처럼 static -> 다이나믹 타입으로
바뀌는 것, widening-cast.

UP-CAST Static type -> Dynamic type으로 바뀔 수 있도록 더 영역 넓어짐.
BUT, view나 access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좁아지거나 변하지 않음.

2-2) STATIC / DYNAMIC TYPE 차이점
14. Static / Dynamic type 차이점
13) Static type
- type ref to로 정의.
- 프로그램 내내 타입 그대로 남음.
- attribute, method 정의할 때 사용.
14) Dynamic type
- assignment에 의해 결정(widening-cast)
-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바뀜.
- 구현 : 상속받은 메소드에서 정의.
[ABAP OOP 교재 참고]

2-3) UP-CAST 사용 이유
15. up-cast 사용 이유 : 다용성, 모듈화 가능

15) 예시 : A팀 lcl_airplane, B팀 lcl_train, C팀 lcl_car를
만든 가정하에, estimate_fuel(super) 관리
원한다면, 상속한 후 비행기, 기차, 자동차가
소모하는 연료량 각각 필요로 하는 형태 생성.
그 결과, 내부 다 보지 않고 up-cast 통해
메소드 접근해 estimate_fuel 볼 수 있음.
이처럼 다용성 편리해 모듈화가 가능하여 많이 사용.

[ABAP OOP 교재 참고]

3-1) UP-CAST 정리
16. UP-CAST (Widening-cast)
- 코드 설명

16)

17)

18)

[ABAP OOP 교재 참고]

16) go_vehicle(super) go_truck, go_truck2(sub)
상속 관계 구현.
17) 메인 코드에서 lcl_truck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go_vehicle = go_truck assignment 통해
up-cast 발생.
18) 그 결과, go_vehicle type : static -> dynamic.
go_vehicle : lcl_vehicle 전체가 아닌,
super 상속받은 객체 + 재정의된 객체들
access 가능. (up-cast)

3-2) DOWN-CAST 개념, 코드 설명
17. DOWN-CAST (Narrowing-cast)
- 코드 설명
19) up-cast 반대 : 왼(sub) 오(super) 할당.
왼 go_truck2(static) 오 go_truck(dynamic)
20) up-cast 구분하기 위해 ?= 명시적으로 기호 사용.
21) 그 결과, go_truck2는 lcl_truck 전체 가리키는 형태로
재정의됨.
22) View a few components -> many components

23)
19~20)

21)

[ABAP OOP 교재 참고]

23) Narrowing-cast : dynamic -> static type 좁혀짐.
view 더 넓어지거나 변하지 않음.
24)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넣는 형태이기에
Target variable(go_truck2)은 덜 다이나믹.

느낌점

4. OOP 개념 학습한 후 느낌점
- 모든 소스 코드를 TOP에서 assignment 한번으로 여러 서브 클래스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객체지향OOP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다면, 복잡한 내용이어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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