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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구현의문제점

요구사항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 Network class를임의로만들어전달되는흉내만내는

형태로구현함.

OtherDVMs가 DVM객체를모두가지고있고, 통신은그저클래스를오가는것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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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구현형태

1. Network클래스에 Thread를상속받아소켓통신을이룸

2. DVM 인터페이스를상속받은 DVM1~DVM8 클래스를따로따로만든뒤각각또한 Thread를

상속받아소켓통신을이룸

3. OtherDVMs에는 DVM객체들을생성해가지고있지만재고정보, 위치정보를갖지않은상태.

→ DVM1, … ,DVM8 객체와실제소켓으로네트워크통신을하지않으면위정보를알수없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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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구현형태

1. Network클래스에 Thread를상속받아소켓통신을이룸

2. DVM 인터페이스를상속받은 DVM1~DVM8 클래스를따로따로만든뒤각각또한 Threa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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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M1, … ,DVM8 객체와실제소켓으로네트워크통신을하지않으면위정보를알수없게함

데모영상: https://youtu.be/3yf4qYl0xDk

https://youtu.be/3yf4qYl0xDk


3. V&V팀 Stub 제공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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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메시지를보내고응답받을수있는객체로설계함.

1. V&V 팀에게구체적인사용방법 pdf 파일을제공함

2. 간단한 Stub 데모(링크: https://youtu.be/kdUYIEBfV4A)

https://youtu.be/kdUYIEBfV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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