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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테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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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SW 테스팅을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정리한다. 
• 블랙박스 테스팅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 SW 테스팅에 필요한 자료들을 파악한다. 

실습 
내용 

• DWS SW 테스트 수행 
• 시스템 테스트 
• 단위 테스트 
 

• SW 테스팅 방법 
• 스펙 기반 기능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 기본적인 테스트 케이스 개발이론 적용 



SW 테스팅 & SW Development Life Cycle 

• ‘SW 테스팅’은 ‘SW개발방법론’ 및 ‘SDLC*’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 “SW 테스팅 프로세스”로서 개별적으로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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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velopment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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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C: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UTP (Unit Tes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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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DWS UTP를 완성한다. 

실습
내용 

• DS.2012.DWS.UTP-0.7 을 ver. 1.1 로 완성한다. 
• SRS/SRA/SDS/C code를 참고 하여 Unit을 대상으로 블랙박스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한다. 
 

UTP Template UTP 1.0 



 
 

 
 

UTP 

• 단위 테스트 계획서 (UTP: Unit Test Plan) 

– 단위 테스트를 위한 계획서 

– 테스트할 모듈의 개발자가 직접 작성  

– 일반적으로 생략됨 

– 단위 테스트의 범위 설정 

 

 

• 단위 테스트 케이스 (입력값 + 출력값) 개발 

– Black/Gray-Box Testing 기법 사용 時, 

• SRS/SRA/SDS 내용을 기반으로 

• C Code (Interface 및 내부 로직 일부 등)를 참고해서 개발 

– White-Box Testing 기법 사용 時, 

• C Code로부터 CFG를 생성하고, Structural Coverage Criteria를 적용 

– Statement, Branch, Condition, MC/DC 커버리지 

•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상용도구 多數 

– 출력값은 수동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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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P for D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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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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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작!!! 



정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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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테스트의 수행 주체는 누구인가? 1 

어떤 기법을 사용하여 Unit Test Case를 개발하였는가? 2 

SASD에서 단위 테스트를 위한 정보는 어디서·어떻게 구하는가? 3 

단위 테스트 수행(Execution)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4 

화이트 박스 기법을 이용할 경우, Unit Test Case는 어떻게 개발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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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UNIT TEST) 

실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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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7 – UT (Un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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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DWS UTP에 따라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고 DWS UTR을 완성한다. 
• 단위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이해한다. 

실습
내용 

• UTR template 확인 
• DS.2012.DWS.UTR-0.7 을 ver. 1.1 으로 완성한다. 
• DWS code를 대상으로 단위 테스트를 수행한다. 
• DWS UT에 필요한 환경/Driver/Stub을 개발한다. 

UTR Template UTR 1.1 Unit_Test_Manual.c 



 
 

 
 

 
 

Unit Test 

 

• 기본단위(component , module , function , method)에 대한 테스트 

– 개발자가 단위 모듈 개발 중에 실시하는 테스트 

– CUnit , JUnit 등의 테스트 자동화 지원도구 사용 가능 

 

 

• 테스트 케이스 개발 

– Black/Gray-Box 테스트 : 문서 및 코드 일부를 참고하여 개발 

– White-Box 테스트 : 코드 구조를 분석하는 테스트 케이스 자동생성 도구 사용 

 

 

• 테스트 실행 

– 테스트 지원 코드 (Driver 와 Stub) 구현 필요 

– 테스트 대상 코드에 대한 일부 수정 필요 

 

 
 

17 



18 

테스트 지원 코드 작성 
Testing을 위한 asser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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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케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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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DWS_UTC_000_042( ) { 
 
 /* set controlStatus(State) */ 
 controlStatus = 0; 
 button = 'c'; 
 
 controlStatus = digitalWatchController(12); 
 
 assert_num("DWS_UTC_000_042", controlStatus,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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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실행 결과 



 

22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 data3, data4를 각
각 전역 변수 / 반환 값으로 수정하여 함수 
외부에서 확인 가능하게 수정 

테스트 대상 코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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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mainwatch() { 
 
   int controlStatus = 0,  
   alarm_state = 0; 
   int temp = 0; 
   init(); 
 
   struct timeval tv; 
   struct alarm_data al; 
   struct back_data back; 
   int old_time = 0;  
   new_time = 0; 
 
   … 
 
} 

Watch.c 

#include "Watch.h" 
#include "stdio.h" 
 
int controlStatus; 
 
void init_test() { 
   controlStatus = 0; 
   button = 0; 
} 
 
… 
 
int main() { 
   init_test(); 
 
   DWS_UTC_000_000(); 
   DWS_UTC_000_002(); 
   … 
 
} 

Unit_Test_Manual.c 



UTR (Unit Tes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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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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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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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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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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