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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ing Plan 작성
 Testing Design 작성
 Eclipse 설치
 SubClipse 설치
 Jfeature 설치
 Svn-xp.com 에 프로젝트 등록
 TestCase 도출
 Testing unit 환경설정
 TestCase 입력
 결과 도출



 About Test Plan

Test plan identifier Plan_1

Introduction SDT Condition 또는 Action의 Undefined
Variable

Test items SDT

Features to be tested SDT를 작성한 뒤에, Condition또는 Action
란에 Variable을 설정하는데, 미리 설정된
Variable이 Description Window에 없는
경우 Quick Check 기능이 에러를 출력한
다.

Features not to be tested SDT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테스트하지 않
는다.

Approach Manual testing
Unit Testing(a plan)



Item pass/fail criteria SDT Condition 또는 Action의 Variable이 defi
ne되지 않은 경우 에러메시지를 내보내면 pas
s, 에러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으면 fail.
SDT Condition 또는 Action의 Variable이 Defi
ne된 경우 에러메시지를 내보내면 fail 에러메
시지를 내보내지 않으면 pass

Suspension criteria and r
esumption requireme
nts

해당사항 없음

Test deliverables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내용을 설계를 한다.
SDT를 편집한다.
Quick Check를 한다.

Testing tasks 해당사항 없음
Environmental needs System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고, 테스트케이

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Responsibilities Quick Check tab
Staffing and training ne

eds
해당사항 없음

Schedule 해당사항 없음
Risks and contingencies 해당사항 없음
Approvals 해당사항 없음





Test design specification identifier Design_9.1

Features to be tested Conditions 또는 Action name이 중
복되었을때 에러 메시지 출력의 여
부

Approach refinements

Test identification Plan_9

Feature pass/fail criteria 에러메시지를 내보내면 pass,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으면 fail

Test design specification identifier Design_9.2

Features to be tested Condition 과 Action열에서 name이
중복된 것이 없을 때 에러메시지 출
력의 여부

Approach refinements

Test identification Plan_9

Feature pass/fail criteria 에러메시지를 내보내면 fail, 에러메
시지를 내보내지 않으면 pass



















Test case specification identifi
er

Case2.2

Test items Plan_2, Design_2.1
Input specifications Open Filename : case2_2-f_Refund.xml

SDT name : f_Refund
SDT의 Action의 연산자가
eg1Constants.java 의 String[] tokenImag

e안의 토크나이저내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위해서 Action ROW1에서 :=대신
++를 넣음

Output specifications Pass : Error At f_Refund, Action Row : 0 Col : 
0 - Encountered "+" at line 1, column 11. 

Fail : No Error Exists
을 출력

Environmental needs Eclipse및 NuSRS프로그램이 필요 그리고 T
est File이 필요하다.

Special procedural requireme
nts

f_Refund SDT를 만든뒤, 아이콘을 더블클
릭하여 Table을 오픈한다.

Intercase dependencies

















 Category-Based Testing으로 Test Case 추가 도
출

 Structural Testing을 하여 Coverage 측정

 Test결과를 쓸 Test Log 작성

 Index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