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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문제(1)

• 비행기를 나타내는 Airplane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설계하라. Airplane 클래스는 이름

(name), 승객수(capacity), 속도(speed) 를멤버변수로가지고있다.

▫ 멤버변수를정의하라. 모든멤버변수는전용멤버로하라.

▫ 모든멤버변수에대한접근자와설정자멤버함수를작성한다.

▫ Airplane 클래스의생성자 몇개를 중복 정의하라. 생성자는 모든데이터를받을 수도있고 아니면 하나

도받지않을수있다.

▫ Airplane 객체의현재상태를콘솔에출력하는 print() 함수도포함시켜라.

▫ Main () 에서 Plane 객체 2개를생성하고접근자와설정자를호출하여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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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문제(2)

• 상자를 나타내는 Box 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설계하라. Box 클래스는 상자의 길이

(length), 너비(width), 높이(height) 등의 변수를 가진다.

▫ 멤버 변수는 전용 멤버로 한다.

▫ Box 클래스의 생성자를 중복 정의하라. 생성자는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도 받지

않을 수 있다. 멤버 초기화 리스트를 사용해본다.

▫ 접근자와 생성자를 추가할.

▫ 박스가 비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empty () 라는 멤버 함수도 추가한다. 부피를 계산하

는 getVolume () 멤버 함수도 추가한다. Box 객체의 현재 상태를 콘솔에 출력하는 print () 함수도 포

함시켜라.

▫ Main () 에서 Box 객체 여러 개를 생성하고 접근자와 설정자를 호출하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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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문제(3)

• 영화를 나타내는 Movie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설계하라. 제목(title), 감독(director), 평

점(rating) 을나태는멤버변수를가진다.

▫ 멤버 변수는 전용 멤버로 한다.

▫ Movie 클래스의 생성자를 중복 정의한다. 생성자는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도 받

지 않을 수 있다.

▫ 접근자와 생성자를 비롯하여 필요한 멤버 함수들을 추가하라.

▫ Main () 에서 Movie 객체 여러 개를 생성하고 접근자와 설정자를 호출하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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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문제(4)

•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를 나타내는 클래스 SNS를 작성하여 보자. SMS는 송신자의 전화

번호(sender), 수신자의전화번호(receiver), 메시지텍스트(text) 등의데이터를가진다.

▫ 멤버 변수는 전용 멤버로 한다.

▫ 적절한 생성자를 추가한다.

▫ 멤버 함수 print () 는 메시지에 헤더를 붙여서 콘솔에 추가한다. 기타 적절한 접근자와 설정자를 추

가한다.

▫ 몇 개의 문자 메시지를 생성하여서 테스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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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문제(5)

• 날짜를나타내는 Date 클래스를 작성해보자. Date 클래스는 year, month, day 를멤버변수로가진다. 화면에자기

자신의상태를출력하는 print () 함수를가지고있도록가정한다. print () 는다양한형식으로 날짜를출력할수있

도록중복정의해본다. nextMonth() 는다음달을나타내는객체를반환한다. isLeapYear() 는윤년이면 true 를반

환한다. 몇개의객체를생성하여 테스트하라.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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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Date {
int year;
int month;
int day;

Public:
Date();
Date(int y, int m. int d);
bool isLeapYear(int y);
void print() const;
Date nexdtMonth();
…

};

Date nextMonth();
Bool isLeapYear(); // 윤년이면 true 반환



실습문제(6)

• 실습문제 (4) 에서우리는핸드폰의문자메시지를나타내는클래스 SMS를작성한적이있다. SMS

는송신자의전화번호 (sender), 수신자의전화번호(receiver), 메시지텍스트(text) 등의데이터를

가진다. 몇개의문자메시지를다음과같은방법으로생성하여서테스트하라.

▫ 전통적인 객체 배열을 이용하여 3개의 문자메시지를 생성하여 저장해보자.

▫ 벡터를 이용하여 3개의 문자메시지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저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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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MS
{

string sender;
string receiver;
string text;

Public:
SMS() {
sender = “”;
receiver = “”;
text = “”;
}
…

}



실습문제(7)

• 학생을 나타내는 클래스 Student를 정의한다. Student는 이름 (name), 성적 (marks) 을

멤버 변수로 가진다. 벡터를 이용하여서 동적 객체 배열을 만든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를 입력 받아서 배열에 저장한 후에 sort() 함수를 사용하여 학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모

든학생들의정보를출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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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tudent {
string name;
double marks;

Public:
Student(string n, double m) : name{n}, marks{m} { }
…..

};

정렬을 위해 #include 
<algorithm> 추가해야함
sort(vec.begin(), vec.end(), 
compare); 사용



실습문제(8)

• 다음과 같이 연락처를 나타내는 Contact 클래스를 작성한다. Contact 클래스는 이름(name)과 전화

번호(tel)를 가지고 있다. 3개의 Contact 객체를 저장하는 동적 배열을 정의하고 사용자로부터 연락

처 정보를 받아서 동적 배열 안에 저장한다. 이어서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받아서 동적 배열에서 탐

색한후에연락처전화번호를출력하는프로그램을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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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ontact {
Private:

string name;
string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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