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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000. Modified Part 

 1.1. Stage 1000 Planning1001. Define Draft Plan 

2. Project Objective 

- Jackpot 기능의 악용가능성(ex. 한사람이 만원씩 지속적으로 출금)을 제거 

-> 이후 단계에서 관련 명세가 존재하지 않음 

이후 단계에서 시간 차가 있는 출금만 카운트하거나, 5 만원 이상 출금만 카운트하는 식 등의  

명확한 방법으로 명세 추가 필요 

  

Modified  : 1일 1/1000 의 확률로 Jackpot 당첨이 가능하며, 수수료 1,200원을 

도입하여 지속출금 50번만 하여도 Jackpot 으로 얻을수 있는 수익보다 ATM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ATM 기기 입장에서 이득을 얻을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기능구현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문서를 수정하였음. 

 

변경 전 : - Jackpot 기능의 악용가능성(ex. 한사람이 만원씩 지속적으로 출금)을 제거 

 

변경 후 : - Jackpot 기능의 악용 가능성(1만원씩 지속출금)은 수수료를 통해 ATM에 이득이 

되도록 구현 

 

Stage 2030. Modified Part 

 

2031. Define Essential Use Cases 

 

2010 까지는 존재하는 ‘수수료’와 ‘명세서 출력’에 대한 서술이 모두 사라짐 

1. Withdraw 

- “ATM의 잔고와 출금 금액을 비교한다”는 내용 추가해야 함- Typical Courses of Events 

항목에 13번이 두 개임. 

- 수수료에 대한 서술 추가 필요 

 

Modified  : 수수료에 대한 내용 모두 추가, 명세서에 대한 내용은 1000 부터 

제거함을 2nd cycle 발표에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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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withdraw 

Actor User 

Purpose 사용자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다. 

Overview 사용자가 ATM기의 출금 버튼을 누르고 출금할 계좌를 

입력한다. 계좌가 확인되면 금액을 입력받아 잔고보다 적을 

경우 출금을 진행한다. 그 후 사용자가 돈을 갖고 떠난다. 

Type Primary and Essential 

Cross Reference System Function R.1.2 

Pre-Requisites ATM에 입력한 계좌가 은행에 계좌 정보가 있어야 한다. 

Typical Courses of Events (A):Actor, (S):System 

1.(A) User가 출금 버튼을 누른다. 

2.(S) 계좌 입력 화면을 출력한다. 

3.(A) User는 계좌를 입력한다. 

4.(S) 유효한 계좌인지 확인한다. 

5.(S) 출금하고자 하는 금액 입력 화면을 출력한다. 

6.(A) 출금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7.(S) 비밀번호 입력 화면을 출력한다. 

8.(A)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9.(S)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0(S) ATM 잔고와 출금금액을 비교한다. 

11.(S) User의 잔고와 출금금액+수수료 를 비교한다. 

12.(S) User의 잔고를 출금금액+수수료만큼 감소시킨다. 

13.(S) ATM 잔액을 감소시킨다. 

14.(S) ATM 각 지폐별 잔고를 감소시킨다. 

15.(S) 거래후 사용자의 계좌 잔고를 출력한다. 

 

5. Random_Jackpot 

- “당첨되는 순서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 Random 범위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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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의 잔고에서 5 만원을 감소시킨다”는 내용 추가해야 함 

 

Modified  : ATM 잔고에서 5만원을 감소시킨다는 내용 추가 

 

Use Case Random_Jackpot 

Actor User 

Purpose 출금 기능을 이용하는 임의의 사용자에게 추가로 5만원을 

지급한다. 

Overview 00시가 되면 ATM기의 몇번째 출금 고객에게 추가로 

5만원이 출금될지 정해진다. 해당 순서의 사용자가 

출금시에 5만원이 추가로 출금된다. 

Type Primary and Essential 

Cross Reference System Function R.1.1 

Pre-Requisites User가 출금 거래중이어야 한다. 

Typical Courses of Events (A):Actor, (S):System 

1.(S) 00시가 되면 당첨되는 순서를 랜덤하게(1/1000의 

확률) 선택한다. 

2.(S) User가 ATM을 통해 출금거래를 완료하였을때 해당 

User가 해당 순서의 사용자인지 확인한다. 

3.(S) 해당 User에게 돈을 5만원 더 추가로 출금해준다. 

4.(S) ATM 의 잔고에서 5 만원을 감소시킨다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2034. Refine Glossary 

- 2040단계에서 View의 부재로 인해 GUI_Interface 관련 항목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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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 이 단계는 View(GUI 에 대한것을 고려하지 않고 시스템 내부적으로 

사용자와 interaction 만을 고려하며 뒤의 2040 GUI 를 다루었기 때문에 변경된 

클래스 네임만을 반영 

 

수정 전 : 

GUI_Interface Class 사용자로부터 메뉴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컨트롤 하는 

클래스 

 

수정 후 : 

System_control Class 사용자로부터 메뉴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컨트롤 하는 

클래스 

 

2038. Refine System Test Case 

- 1009 에서 정의한 System test case 와 항목 및 내용이 완전히 달라짐 

-> 관련된 test case 끼리 묶고 넘버링 필요 

 

Modified  : Refine System Test Case 이기 때문에 기존 1000 단계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새롭게 테스트 

케이스를 변경하고  

관련된  test case 는 N-1, N-2… 로 명시하여 묶음 

 

Test 

Num 

Test 항목 Description Use case 

1-1 input_menu Test 사용자가 입력한 해당 메뉴 

화면으로 올바르게 진입하는지 

확인한다. 

R1.2 ,R.2, R.3, R.4,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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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nput_ID 사용자가 입력한 계좌 혹은 

카드번호가 유효하지 않으면 

오류메시지를 출력하는지 

확인한다. 

R1.2, R.2,R.3,R.4 

2-2 input_ID 사용자가 입력한 계좌 혹은 

카드번호가 유효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확인한다. 

R1.2, R.2,R.3,R.4 

3-1 input_PW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계좌번호의 비밀번호가 아니면 

오류메시지를 출력하는지 

확인한다 

R1.2, R.3, R.4 

3-2 input_PW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계좌번호의 비밀번호가 맞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는지 확인한다. 

R1.2, R.3, R.4 

4-1 input_amount 출금의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이 계좌 잔고보다 많으면 

오류메시지를 출력하는지 

확인한다. 

R1.2, R.2, R.3 

4-2 input_amount 출금의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이ATM 잔고보다 많으면 

오류메시지를 출력하는지 

확인한다. 

R1.2, R.2, R.3 

4-3 input_amount 송금의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이 계좌 잔고보다 많으면 

오류메시지를 출력하는지 

확인한다. 

R1.2, R.2, R.3 

4-4 input_amount 사용자의 입력금액이 계좌 

잔고보다 작고 ATM 잔고보다 

작을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확인한다. 

R1.2, R.2,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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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input_RID 입력받은 받는사람 계좌가 

유효한지 않을 때 오류메시지를 

출력하는지 확인한다 

R.3 

5-2 input_RID 입력받은 받는사람 계좌가 

유효할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확인한다. 

R.3 

6-1 input_MID 입력받은 매니저ID 가 정확하지 

않을 때 오류메시지를 출력하는지 

확인한다 

R.5 

6-2 input_MID 입력받은 매니저ID 가 정확할때 

다음단계로 넘어가는지 확인한다 

R.5 

7-1 input_MPW 입력받은 매니저PW 가 정확하지 

않을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는지 

확인한다. 

R.5 

7-2 input_MPW 입력받은 매니저 PW 가 정확할때 

다음단계로 넘어가는지 확인한다. 

R.5 

8-1 input_POM plus를 입력하였을때, 해당 

금액만큼을 ATM 잔고에 

더해주는지 확인한다. 

R.5 

8-2 input_POM  minus를 입력하였을때, 해당 

금액만큼을 ATM 잔고에서 

빼주는지를 확인한다. 

R.5 

9-1 Random_Jackpot 난수로 생성되는 숫자를 임의의 

숫자로 지정하고 해당 숫자번째 

출금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출금을 

해주는지 확인한다. 

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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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040. Modified Part 

2041. Design Real Use Cases 

 

3. remittance 

-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에 2030 단계에서 존재하는 

“E5: 자기 자신의 계좌에는 송금할 수 없다.” 는 내용 누락.  

 

 

Modified  : 구현상에서 추가된 예외 상황에 대한 명시 추가 

 

Use Case remittance 

Actor User 

Purpose 사용자 계좌의 돈을 다른 사용자 계좌로 송금한다. 

Overview 사용자가 ATM기의 송금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계좌를 

입력한다. 계좌가 확인되면 송금할 계좌와 금액을 

입력받는다. 송금 계좌가 맞고 통장 잔고가 송금액보다 

많으면 송금 계좌의 잔고가 액수만큼 증가한다. 

Type Primary and Essential 

Cross Reference System Function R.3 

Pre-Requisites ATM에 입력한 계좌가 은행에 계좌 정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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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Courses of Events (A):Actor, (S):System 

1.(A) User가 remittance 버튼을 누른다. 

2.(S) 계좌 ID 입력 화면을 출력한다. 

3.(A) User는 계좌(inputID)를 입력한다. 

4.(S) Account.ID와 inputID를 비교 확인한다. 

5.(S) 송금받을 계좌 입력 화면을 출력한다. 

6.(A) User는 송금받을 계좌(inputID)를 입력한다. 

7.(S) Account.ID와 inputID를 비교한다. 

8.(A) User는 송금 금액(inputMoney)을 입력한다. 

9.(S) User의 잔고(Account.Balance)와 

송금액(inputMoney)을 비교 확인한다. 

10.(A) User는 비밀번호(inputPW)를 입력한다. 

11.(S) Account.password와 inputPW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2.(S) 받는사람의 통장잔고(Account.Balance)를 

증가시킨다. 

13.(S) User의 통장잔고(Account.Balance)를 

감소시킨다. 

14.(S) 거래 후 계좌 잔액(Account.Balance)을 

표시한다.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E1: 잘못된 계좌를 입력받으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다 

E2: 비밀번호가 틀릴 경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다 

E3: 송금 계좌가 잘못된 경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다 

E4: 계좌 잔고가 송금액보다 적을 경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다 

E5: 자기 자신의 계좌에는 송금할 수 없다 

 

6. manage_ATM 

- 다음 단계에서 기술되는 GUI_Interface 가 존재함 

 

Modified  : GUI_Interface 를 제거하고 어트리뷰트 명인Total money 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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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manage_ATM 

Actor Manager 

Purpose 관리자가 ATM의 잔고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Overview ATM의 TotalMoney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관리자가TotalMoney를 추가하고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지면 TotalMoney를 뺀다 

Type Primary and Essential 

Cross Reference System Function R.5 

Pre-Requisites N/A 

Typical Courses of Events (A):Actor, (S):System 

1.(A) Manager가 manage 버튼을 누른다. 

2.(S) 관리자 ID 입력화면을 출력한다. 

3.(A) Manager가 관리자 ID(inputID)를 입력한다 

4.(S) ManagerID와 inputID를 비교 확인한다 

5.(A) Manager가 관리자 Password(inputPW)를 

입력한다  

6.(S) ManagerPW와 inputPW를 비교 확인한다 

5.(S) 확인이 끝나면 Manager가 화폐별 잔고에 

접근할수 있도록 한다. 

6.(A) Manager가 화폐별 잔고를 추가하거나 뺀다 

7.(S) TotalMoney를 갱신한다 

8.(S) Count50000, Count10000, Count5000, 

Count1000 각 화폐별 금액을 갱신한다.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E1.MID와 MPW가 잘못된 경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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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050. Modified Part 

2051. Implement Class & Method Definitions 

 

Class Definitions – Manager 

1. Manager.checkID 

- Abstract Operation 오타: inputMID > inputID, ManagerIID > ManagerID 

2. Manager.CheckPW 

- Abstract Operation 오타 : inputMPW > inputPW 

    

Modified : MID,MPW는 오타가 아닌 매니저의 정보임을 나타내기 위해 M을 붙여 

표현한 것이므로 수정하지 않음 

 

Class Definitions – Timer 

1. Timer 

- 메소드 start 에 대한 명세는 존재하나 소스코드 상에 존재하지 않음. 

 

Modified : 멀티쓰레드 사용을 위해 run 대신 start를 사용함 

 

Class Definitions – MoneyCount 

1. ATMBalanceUpdate 

- 명세와 소스코드의 output 값의 자료형 불일치. Abstract Operation 에서는 

inputcount 이나 소스코드 상에서는 inputcount 임 

 

Modified : 소스코드와 일치하도록 문서상의 내용들을 수정함. 

 

Type Method 

Name ATMBalanceUpdate 

Purpose ATM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 화폐별 잔고를 업데이트 해주는 메소드 

Overview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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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Reference jackPot, withdraw, deposit, manage_ATM 

Input inputMoney: int, inputcount: int, inputPOM: int 

Output true or false 

Abstract 

Operation 

1.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화폐의 inputcount 를 Count화폐 에 반영 

Exceptional 

Course of Event 

N/A 

 

Class Definitions – Bank 

1. SearchID 

- 명세와 소스코드의 output 값의 자료형 불일치 

2. getAccountBalance 

- 명세와 소스코드의 output 값의 자료형 불일치 

 

Modified : 소스코드와 일치하도록 문서상의 내용들을 수정함 

 

Type Method 

Name searchID 

Purpose Bank 내부에 개설된 통장 혹은 카드의 정보를 찾는 메소드 

Overview N/A 

Cross Reference withdraw, deposit,remittance, view_account_detail 

Input inputID:int 

Output int 

Abstract 

Operation 

Account 에 있는 checkID 를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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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al 

Course of Event 

N/A 

 

Type Method 

Name getAccountBalance 

Purpose 사용자의 계좌 잔고를 받아오는 메소드 

Overview N/A 

Cross Reference view_account_detail 

Input void 

Output int 

Abstract 

Operation 

Account에 있는 Balance를 호출 

Exceptional 

Course of Event 

N/A 

 

Class Definitions – Account 

1. Account.checkID 

- Abstract Operation 에서 '찾음'이라는 표현이 모호함. 

2. searchCardID 

- Abstract Operation 에서 '찾음'이라는 표현이 모호함. 

 

Modified : ‘찾음’ 이라는 표현을 함수의 기능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함. 

 

Type Method 

Name Account.chec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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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ID 계좌번호를 찾는 메소드 

Overview N/A 

Cross Reference withdraw, deposit,remittance, view_account_detail 

Input inputID: int 

Output int 

Abstract 

Operation 

inputID와 일치하는 계좌번호를 찾은 경우와 못 찾은 경우 각각 다른 값 

반환 

Exceptional 

Course of Event 

N/A 

 

Type Method 

Name searchCardID 

Purpose 사용자가 입력한 ID가 계좌번호가 아닌 경우 일치하는 카드번호가 있는지 

찾기위한 메소드 

Overview N/A 

Cross Reference withdraw,remittance,deposit,view_account_detail 

Input inputID: int 

Output int 

Abstract 

Operation 

inputID 와 일치하는 Card의 ID를 찾은 경우와 못 찾은 경우 각각 다른 값 

반환 

Exceptional 

Course of Even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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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lanceAccount 

- Abstract Operation 에서 '변화시킨다'는 표현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불분명함. 

 

Modified : input으로 받는 inputMoney가 양수와 음수 모두 들어올 수 있기에  

불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수정하지 않음 

 

1. View Account Detail  

- Insert_ID 의 Pre-Conditions 가 적합하지 않음. 

 

Modified : 적합하도록 수정함 

 

Name Insert_ID 

Responsibilities MainGUI를 통해 사용자의 ID를 입력한다. 

Type MainGUI 

Cross Reference R.5 

Notes MainGUI를 통해 사용자의 ID를 입력한다. 

Pre-Conditions InputMenu의 값에 remittance(3)이 입력된 

상태여야 한다. 

Post-Conditions ID 입력 화면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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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est Modifie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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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RE-Test case 테스트  

2. Category-partition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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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irwise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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