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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it 환경 

• Cygwin 

 

• C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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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it을 이용한 테스팅 

Source 
(.c, .h) 

Test code 
(.c) 

CUnit 

Test result 

Teat case pass/fail 

Compiler 
(de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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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it 설치 

• http://sourceforge.net/projects/cunit/ 에서 CUnit-2.1-2-src.tar.gz 
다운 

 

• 압축을 풀어 cygwin의 home/usrname폴더에 복사 

– e.g) C:\cygwin\home\shyoon 

 

• Cygwin을 실행하여, 해당 경로에서 아래 순서 대로 실행 (설치) 

– ./configure 

– make 

– make 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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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대상 소스 수정 

• main 함수 삭제 
– Test source에 main()을 정의하고, 이를 실행 시킴 

– 소스코드에 main()이 두 개 있을 수 없으므로  test 대상 소스코드에 있
는 main()을 삭제해야 됨 

 
– 기존의 main()에서 단순히 함수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 작업을 

해야 할 수 있음 
• 데이터 타입 선언을 test.c에 추가 

• main()이 일반적인 함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면, 다른 함수로 재정의 

• … 

 

• 그 외 수정할 부분 
– .c file을 .h파일로 변환.  

• Multi definition error 해결 

– 대상 소스코드 마다 case by case로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 가능하면 원본 소스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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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용 main()과 중복, 함수 명 변경 
추가적으로 test main()에 기존의 main() 
기능을 추가해야 할 수도 

Test 대상 파일의 이름을 변경 
main.c -> ma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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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ode 작성 

• Test를 위한 main작성 필요 

 

• Main에서 test suite을 호출, test 대상 코드의 unit을 실행시킴 

– Test suite: test case set 

– Test case: 입력 값과 원하는 출력 값, C 함수 형태 

 

• Test main()의 구조 

– Registry initialize 

– Registry에 test suite 추가 

– Test suite에 test cases 추가 

– Test run 

  

 

 

 

 9 

http://cse.konkuk.ac.kr/


Test 소스 코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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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it header file include, run방식에 따라 다름 

Test 대상 소스 include 

Test cases 

Test main() 

Registry에 test suite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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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ase 예제 

• ASSERT는 변수의 값이 예상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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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unit.sourceforge.net/doc/writing_tests.html#tests 참조 

Test 하고자 하는 data 값 초기화 

함수에 parameter 입력 

함수 실행 후 예상 값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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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실행 

• Cygwin에 대상 소스와 test 소스를 넣고 아래를 입력 

– gcc test.c –o test.exe –L/usr/local/lib –lcunit (컴파일)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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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mode의 실행결과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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