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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ailed cases by test

Identifier Input specification output specification Pass/

Fail

T4_POS.STP.000.004 목록제거를 통해 과자

를 모두 제거한다.

물1개, 라면1개로 캐션화면

과 고객화면에 업데이트 되

어있는지 확인한다.

Fail

T4_POS.STP.005.000 환불화면에서 임의의

영수증번호 111111을

입력한다.

환불이 불가능한 영수증이

라는 메세지를 출력한다.

Fail

Failed Cases : 2



1.1 failed case ( T4_POS.STP.000.004 )

품목 제거 버튼(d)로 입력중인 상품 입력은 제거 하나, 

앞서 입력된 상품은 제거하지 않음.



1.1 failed case ( T4_POS.STP.000.004 )

품목 제거 버튼(d)로 제거한
경우 choiceNum으로 0을
반환함.

하지만 choiceNum이 0일 때
기존 SalesData를 검사하지
않음.

main.c



1.2 Modified code ( T4_POS.STP.000.004 )

품목 제거 버튼(d)로 제거한
경우 choiceNum으로 0을
반환함.

choiceNum이 0일 때 판매
목록을 조회한 index가 존재
할 때, 해당 판매 목록도 제거.

main.c



1.2 Modified code ( T4_POS.STP.000.004 )

품목 제거 버튼(d)로 입력했던 상품을
제거했을 때, 품목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

POS.STP.000.004 

Pass



1.1 failed case ( T4_POS.STP.005.000 )

영수증 번호가 영수증 바코드 형식 또는
Integer가 아닐 경우 Segmentation fault



1.1 failed case ( T4_POS.STP.005.000 )

영수증 코드를 receipt_code 라는 문자열 변수로 입력 받아 저장.

setRefundDate 함수를 통해 시간 변수 rtn과 recipt_code를 넘겨줌.

함수 내에서 code를 Integer 값들인 YYYY, MM, DD, hh, mm 으로 변환.

(strtok: 문자열 분리, atoi: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

이 과정에서 숫자가 아닌 값이나 변수 숫자가 맞지않으면 에러.

main.c

refundItem.c



1.2 Modified code ( T4_POS.STP.005.000 )

isNumString이라는 새로운 함수 생성.

( 문자열과 숫자를 입력 받아, 문자열의 길이가 숫자와 맞는지와
문자열이 “.”을 제외한 숫자 값인지 검사. )

문자를 받아온 순간과 strtok으로 분리 시킬 때마다 isNumString

함수를 통해 길이와 숫자 검사를 시행한다.

만일 반환 값이 0(false)인 경우, 함수 종료. (예외처리)

refundItem.c



1.2 Modified code ( T4_POS.STP.005.000 )



1. Result

Identifier Input specification output specification Pass/

Fail

T4_POS.STP.000.004 목록제거를 통해 과자

를 모두 제거한다.

물1개, 라면1개로 캐션화면

과 고객화면에 업데이트 되

어있는지 확인한다.

Fail

->

Pass

T4_POS.STP.005.000 환불화면에서 임의의

영수증번호 111111을

입력한다.

환불이 불가능한 영수증이

라는 메세지를 출력한다.

Fail

->

Pass

Fixed Cases : 2



2. Test Result by 

Team 2

2.1 failed cases

2.2 Coped with Failure & 

Modified code



2.1 failed cases

Identifier expect actual Pass/

Fail

T2_1.2.2 고객 화면에 업데이트 고객 화면 자체가 없음 Fail

T2_1.3.4 품목확정 segmentation fault(“품목제거” 를 누르면, 빈 화면이

뜨고 “상품을 더 입력하시겠습니까?” 선택란에 “N” 

을 입력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정상 작동합니다. 처

음 테스트 때 품목 확정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꺼

져서 놀랐네요.)

Fail

T2_1.3.6.2 파일 이름 맞는지

refund_YYMMDDhhmm

refund_YYMMDDhhmm Fail

T2_2.1.2 유효하지 않은 바코드 segmentation fault(영수증 번호 길이가 아예 다르면

바로 터집니다: 2017.11.16.xx.xx 가 없으면 정상작동

하지만 막 11223344 따위의 길이 다른 입력은 소화

하지 못하고 바로 꺼집니다)

Fail

T2_2.5.2 날짜가 지난 후 환불 상품 파일이 재 생성 되지 않아 테스트 자체가 불가 Fail

T2_3.3.1 상품 파일이 재생성 되는

지

생성되지 않음 Fail

Failed Cases : 6

T2_2.1.2는
T4_POS.STP.005.000 

와 동일한 Fail case

T4_POS.STP.000.004 

와 동일한 T2_1.3.3는
Pass



2.1 failed case (T2_1.2.2 )



2.2 refutation (T2_1.2.2 )

SRS에서 판매, 환불, 재고확인 가 완료된 후 스크린을
띄운다고 명시.



2.1 failed case (T2_1.3.4 )



2.2 refutation  (T2_1.3.4 )

품목 제거, 품목 확정 후 Segmentation fault가 확인
되지 않음.



2.1 failed case ( T2_1.3.6.2 )



2.2 Modified Code ( T2_1.3.6.2 )

환불 영수증 형식은
“refund_YYYYMMDDhhmm.txt”

그에 맞게 문자열 길이와 형식 수정



2.2 Modified Code ( T2_1.3.6.2 )



2.1 failed case ( T2_2.1.2 )

T2_2.1.2는 T4_POS.STP.005.000와 동일한 Fail case



2.1 failed case (T2_2.5.2 & T2_3.3.1 )

상품 파일(서버)은 재생성 됨.



2.1 failed case (T2_2.5.2 & T2_3.3.1 )

하루가 지난 후의 영수증도 환불이 됨.



2. Result

Identifier expect actual Pass/

Fail

T2_1.2.2 고객 화면에 업데이트 고객 화면 자체가 없음 Not

Fix

T2_1.3.4 품목확정 segmentation fault(“품목제거” 를 누르면, 빈 화면이

뜨고 “상품을 더 입력하시겠습니까?” 선택란에 “N” 

을 입력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정상 작동합니다. 처

음 테스트 때 품목 확정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꺼

져서 놀랐네요.)

Not

Fix

T2_1.3.6.2 파일 이름 맞는지

refund_YYMMDDhhmm

refund_YYMMDDhhmm Fail

->

Pass

T2_2.1.2 유효하지 않은 바코드 segmentation fault(영수증 번호 길이가 아예 다르면

바로 터집니다: 2017.11.16.xx.xx 가 없으면 정상작동

하지만 막 11223344 따위의 길이 다른 입력은 소화

하지 못하고 바로 꺼집니다)

Fail

->

Pass

T2_2.5.2 날짜가 지난 후 환불 상품 파일이 재 생성 되지 않아 테스트 자체가 불가 Not

Fix

T2_3.3.1 상품 파일이 재생성 되는

지

생성되지 않음 Not

Fix

Fixed Cases : 2



failed case ( additional case )

서버 초기화 이후, 첫 실행 시 판매 목록 파일(서버)이 초기화 되지 않아, 판매 과정을 수행하지 않을 시 정산시
비정상 종료 발견.



failed case ( additional case )

파일이 이미 존재할 때 불러오는 과정.

initServer.c



Modified Case ( additional case )

상품 파일(서버)과 판매 목록 파일(서버) 모두 재생성 됨.

따라서 비정상 종료 해결.



3. Demo



3. Demo

In Cygwin

./main.exe
or

./excute.sh
or

gcc *.c –o main

./main.ex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