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Lab3_1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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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son 클래스를 작성하라.
1.
2.

2.

AddressBook 클래스를 작성하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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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Lab3_2 (inheritance)
1.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은 YouTuber 클래스를 작성하라.
1.
2.

2.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은 Foreigner 클래스를 작성하라.
1.
2.

3.
4.
5.

String channelName, int subscribers 멤버를 갖는다.
생성자/getter/setter/toString 메소드를 작성하라.
String country 멤버를 갖는다.
생성자/getter/setter/toString 메소드를 작성하라.

UserInput 클래스에서는 사용자로부터 YouTuber, Foreigner을 입력받는 메
소드를 포함한다.
Lab3_2 클래스에서는 YouTuber, Foreigner 배열에 사용자 입력을 통하여
데이터를 넣고, 사용자 입력이 완료되면 전체를 출력하라.
AddressBook 클래스를 상속받은 본인이 원하는 클래스를 추가로 작성하
고, Lab3_2에서 테스트한다.

3.
4.
5.

String name, int age, double weight, double height, Gender gender 멤버를 갖는다.
생성자/Getter/Setter/ToString 메소드를 작성하라.
String name, String address, String phone 멤버를 갖는다.
생성자/Getter/Setter/ToString 메소드를 작성하라.

UserInput 클래스에서는 사용자로부터 Person, AddressBook을 입력받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Lab3_1 클래스에서는 Person, AddressBook 배열에 사용자 입력을 통하여
데이터를 넣고, 사용자 입력이 완료되면 전체를 출력하라.
본인이 원하는 클래스를 추가로 작성하고, Lab3_1에서 테스트한다.

과제 Lab3_3 (interface)
1.
2.
3.
4.
5.
6.

Person 클래스에 Comparable과 Comparator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라.
AddressBook 클래스에 Comparable과 Comparator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라.
YouTuber 클래스에 Comparable과 Comparator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라.
Foreigner 클래스에 Comparable과 Comparator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라.
본인이 작성한 클래스에 Comparable과 Comparator 인터페이스를 작성하
라.
그리고, Lab3_3 클래스에서는 Person, AddressBook, YouTuber, Foreigner,
본인의 추가클래스의 배열에 사용자 입력을 통하여 데이터를 넣고, 사용자
입력이 완료되면 각 클래스의 멤버별로 sort한 결과를 출력하라.

과제 Lab3_4 (enum)
1.
2.

PersonMode 열거형을 작성하라. PERSON, YOU_TUBER, FOREIGNER
UserInput 클래스에 다음 메소드를 추가로 작성하라.
1.
2.

3.

그리고, PersonFactory 클래스를 작성하라.
1.

4.

5.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PersonMode 열거형을 입력받는 메소드 PersonMode
getPersonMode()
사용자로부터 q-key를 입력받았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주는 메소드 Boolean
getExitKey()
사용자로부터 PersonMode에 따라서 사용자입력을 받아 해당 객체를 넘겨주는 메소드
Person getInstance(PersonMode mode)

그리고, for을 사용하여 PersonMode를 선택하여 각종
Person/YouTuber/Foreigner를 입력받아 출력하는, Lab3_4 프로그램을 작성
하라.
그리고, AddressBookMode 열거형, AddressModeFactory 클래스를 작성하
고 Lab3_4에 추가 테스트한다.

과제 제출


Lab3_1 ~ Lab3_3와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e-learning에 과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