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ge 1000, 2030, 2040, 2050/2060 보
고서에 있는 모든 오타 및 인덱스 오류

수정



Stage 1000, 2030, 2040, 2050/2060 보
고서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모두 수정.



보고서에 있는 추상적인 표현들
(ex. 한계 금액)을 구체적으로 표현.

(ex. 한계금액 -> 100만원이내)



Stage 1000에서 요구사항과 2030보고
서에서의 내용(ex. Language, Size Up)

을 삭제해서 일치시킴.



GUI 미구현 -> 설계 및 구현 단계
문서 불완전 -> 보고서에서 빠져있거나
적절치 않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추가

및 수정 완료.





Fail Cases Modified

1. 메뉴 선택 화면에서 잘못된 입력(number 
/ String)

1. 메뉴 선택 시 잘못된 입력에 대한 예외처
리 추가.

2. Database의 계좌와 비밀번호의 형식(숫자
6자리/4자리)를 명세하지 않아서 예외의 경

우에 대한 처리 불분명

2.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는 메소드인
getPw()와 getAccount() 메소드에 계좌번호
와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 등록 및 예외처리

완료.

3. 자기자신에게 이체 하는 경우 3. Transfer 메소드에서 출금 계좌와 이체 계
좌가 동일한 경우에 대한 예외처리 완료.

4. 프로그램 종료, 재시작 후 Database 보존
여부

4. Text 파일 입출력을 통해서 변경된 정보들
을 저장 및 관리.



Fail Case 1

Fail Case 2



Fail Case 3

Fail Case 4







Fail Cases Modified

103. 올바른 계좌번호 입력했으나, 잘못된 금액(<0) 입
력

103. 금액을 확인하는 메소드인 checkAmountError(int
amount)를 수정 및 deposit() 메소드에서 금액 입력 부
분 수정.

104. 올바른 계좌번호 입력했으나, 잘못된 금액
(malformed) 입력

104. 금액정보를 받는 메소드인 getAmount()메소드에
금액 정보에 대한 예외처리 추가.

205. 올바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후, 잘못된 금
액(<0) 입력

205.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는 메소드인
checkAmountError() 메소드에 음수에 대한 예외처리
추가.

207. 올바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후, 잘못된 금
액(ATM amount) 입력

207.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는 메소드인
checkAmountError() 메소드에 한계금액에 대한 예외
처리 추가.

307. 올바른 출금 계좌, 비밀번호, 입금 계좌 입력 후,
잘못된 금액(<0) 입력

307.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는 메소드인
checkAmountError() 메소드에 음수에 대한 예외처리
추가.

603. 올바른 관리자 아이디를 입력 했으나, 잘못된 비
밀번호(malformed) 입력

603. 관리자 비밀번호를 받는 메소드인 getAdminPw()
메소드에 잘못된 형식의 비밀번호에 대한 예외처리 추
가.

604. 올바른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했으나, 
잘못된 금액(<0) 입력

604. 관리자 모드를 관리하는 메소드인 changeAdmin()
메소드에 음수에 대한 예외처리 추가.

703. 올바른 관리자 아이디를 입력 했으나, 잘못된 관
리자 비밀번호(malformed) 입력

703. 관리자 비밀번호를 받는 메소드인
checkAdminPw() 메소드에서 pw에 대한 형식을 int에
서 String으로 변경.



Fail Case 103, 104

Fail Case 205,207



Fail Case 307

Fail Case 604, 605, 703





보고서에서 도난신고에 대한 명세가 적
혀있는 부분을 수정 완료. (도난신고가
들어온 계좌는 Database에서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