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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2051. Implements Class & Method Definitions 

Type Class 

Name WatchSystem 

Purpose 시계의 메인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기능

을 수행하는 클래스  

Overview(Class)  

Cross Reference Functions: All 

Use Cases: All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Type Method 

Name realTimeTask 

Purpose WatchSystem에서 각 기능이 10ms 마다 반복적으로 실행되어

야 하는 기능들을 실행  

Overview(Method)  

Cross Reference Functions: R1.1, R1.2, R2.1, R3.1, R4.1, R5.1, R6.1, R7.1, R8.1, 

R8.2, R9.2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Type Class 

Name ModeDB 

Purpose 시계의 정보들이 저장되는 Database 

Overview(Class) 시계에서 기능이 삭제될 경우 기능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고 

시계에서 기능이 생길 경우 기능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클래스이다. 

Cross Reference Functions: R2.3, R2.4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Type Class 

Name Bell 

Purpose Timer와 Alarm에서의 기능에 대한 Bell을 재생하거나 정지시

키는 Class이다. 

Overview(Class) Timer와 Alarm에서의 기능에 대한 Bell을 재생하거나 정지시

키는 Class이다. 

Cross Reference Functions: R5.6, R5.7, R6.4, R6.6, R6.7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Type Class 

Name Mode Setting 

Purpose 시계의 기능들을 설정하는 Class이다. 

Overview(Class) 시계의 기능들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Class이다. 

Cross Reference Functions: R2.1, R2.2, R2.3, R2.4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Type Method 

Name confirmSelectMode 

Purpose 사용자가 선택한 시계의 기능들을 적용하는 Method이다. 

Overview(Method) 사용자가 선택한 시계의 기능들을 적용하는 Method이다. 

이전에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던 기능이 있을 경우 그대로 적

용시키고, 만일 기능이 없으면 ModeDB에서 기능의 정보들을 

가져와 생성한다. 

이전 시스템에는 있으나 적용되는 기능이 아닐 경우 

ModeDB에 기능의 정보를 저장한다. 

Cross Reference Functions: R2.2, R2.3, R2.4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Type Class 

Name TimeThread 

Purpose 시계의 반복연산을 위한 thread class 

Overview(Class) 매 10ms 마다 WatchSystem의 realTimeTask를 실행하여 시계

의 GUI를 출력하고 각 기능의 연산을 실행한다. 

Cross Reference R9.2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Type Class 

Name WorldTime 

Purpose 각 국가의 시간을 출력한다. 

Overview(Class) 각 국가의 시간을 UTC/GMT +-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출력

해준다. 각 국가의 시간 기준은 각 국가의 수도로 하였다. 

Cross Reference R1.2, R7.1, R7.2, R7.3, R9.2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Type Class 

Name Sun 

Purpose 각 국가의 일출/일몰 시각을 출력한다. 

Overview(Class) 각 국가의 위도와 경도 그리고 시간값을 이용하여 일출/일몰 

시각을 출력한다. 

Cross Reference R1.2, R8.1, R8.2, R8.3, R8.4, R9.2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N/A 

 

 

 

  



Activity 2052. Implements Windows 

 



Name Press A Button 

Responsibilities 사용자가 A 버튼을 누른다. 

Type GUI 

Cross Reference Operations: 2, 5, 6, 13, 15, 16, 23, 24, 25, 30, 36 

Notes N.1 모드 설정에 진입 

N.2 항목을 순서대로 넘김 

N.3 스탑워치 작동 중 누른 시각을 기록 및 출력. 

N.4 타이머 설정 모드로 진입 

N.5 Alarm 설정 모드로 진입 

N.6 Sun Set 을 Sun Rise 로 Sun Rise 를 Sun Set 으로 변경 

N.7 울리는 벨을 끈다. 

N.8 Select Mode 에서 설정된 모드들을 실제 모드로 설정 

Pre-Conditions N.1 ShowRealTime 모드여야 한다. 

N.3 스탑워치가 실행중이어야 한다. 

N.4 타이머 모드여야 한다. 

N.6 Sun 모드여야 한다. 

N.7 벨이 울리고 있어야 한다. 

N.8 Show Mode Setting 이 실행되어 있어야 한다. 

Post-Conditions N.1 사용자가 모드들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으로 들어간다. 

N.2 다음 Section 이 blink 된다. 

N.3 화면에 버튼을 누른 시각이 출력한다. 

N.4, N.5 설정 화면을 출력한다. 

N.6 변경된 시간 출력 형식으로 시간이 출력한다. 

N.7 벨이 울리지 않는다. 

N.8 Real Time 모드를 화면에 출력 

 

Name Press B Button 

Responsibilities 사용자가 B 버튼을 누른다. 

Type GUI 

Cross Reference Operations: 4, 7, 9, 11, 12, 17, 20, 21, 23, 26, 30, 31, 32, 34 

Notes N.1 Mode list 에 사용자가 선택한 Mode 를 추가한다. 

N.2 선택한 섹션의 값을 1 증가시킨다. 

N.3 초를 0 으로 Reset 한다. 

N.4 스탑워치의 시간이 흐르도록 한다 

N.5 스탑워치를 중지시킨다. 

N.6 타이머를 시작한다. 

N.7 타이머를 정지한다. 

N.8 벨을 끈다 

N.9 현재 출력된 알람을 On 하거나 Off 한다. 

N.10 다음 Nation 을 가리킴 



Pre-Conditions N.1 Show Mode Setting 이 실행되어 있어야한다. 

N.2 N.3 변경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 

N.4 현재 모드가 Stopwatch 모드여야 한다. 

N.5 스탑워치가 실행 중이어야한다. 

N.6. Timer 가 정지되어있어야 한다. 

N.7 Timer 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야한다. 

N.8 벨이 울리고 있어야한다. 

N.9 Alarm 모드여야 한다. 

N.10 World Time 모드 또는 Sun Rise/Set 모드여야 한다. 

Post-Conditions N.1 선택한 Mode 가 추가된 화면을 출력해준다. 

N.2 항목의 값이 증가했음을 화면에 출력해준다. 

N.3 초가 0 으로 바뀐 것 을 화면에 출력해준다. 

N.4 Stopwatch 가 시작되었음을 출력한다. 

N.5 Stopwatch 가 중지 된 것을 출력한다. 

N.6 Timer 가 시작되었음을 화면에 출력한다. 

N.7 Timer 가 정지되었음을 화면에 출력한다. 

N.8 벨이 울리지 않는다. 

N.9 알람을 On 에서 Off로 Off 에서 On으로 변경된 것을 화면에 출력한다 

N.10 다음 Nation 의 World Time 또는 Sun Rise/Set 을 출력 

 

Name Press C Button 

Responsibilities 사용자가 C 버튼을 누른다. 

Type GUI 

Cross Reference Operations: 10, 19, 28, 37 

Notes N.1 시간 설정, 타이머 설정, 알람 설정을 나간다. 

N.2 다음 모드를 실행시킨다. 

Pre-Conditions N.1 설정 모드여야 한다. 

Post-Conditions N.1 다음모드, Timer, 알람 모드로 이동 

N.2 다음 모드를 실행시킨다. 

 

Name Press D Button 

Responsibilities 사용자가 D 버튼을 누른다. 

Type GUI 

Cross Reference Operations: 1, 3, 8, 9, 14, 18, 22, 23, 27, 29, 30, 33, 35 

Notes N.1 24-hour 을 12-hour 로 12-hour 을 24-hour 로 출력 형식을 변경 

N.2 다음 모드를 보여줌 

N.3 선택된 섹션의 값을 1 감소 시킴. 

N.4 초를 0 으로 Reset 한다. 



N.5 StopWatch 를 reset 한다. 

N.6 타이머의 시간을 초기화한다. 

N.7 벨을 끈다. 

N.8 다음 알람을 가리킨다. 

N.9 이전 Nation 을 가리킨다. 

Pre-Conditions N.1 ShowRealTime 모드여야 한다. 

N.2 ModeSetting 모드여야 한다. 

N.3, N.4 변경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 

N.5 스탑워치가 정지한 상태여야 한다. 

N.6 Timer 가 정지되어 있어야 한다. 

N.7 벨이 울리고 있어야 한다. 

N.8 Alarm 모드여야 한다. 

N.9 Worldtime 모드 또는 Sun Rise/Set 모드여야 한다. 

Post-Conditions N.1 변경된 시간 출력 형식으로 시간이 출력 됨. 

N.2 다음 모드가 출력된다. 

N.3 항목의 값이 감소했음을 화면에 출력시킨다. 

N.4 초가 0 초로 바뀌었음을 화면에 출력시킨다. 

N.5 Stopwatch 가 초기화 된 화면을 출력한다. 

N.6 Timer 의 Time 이 User 가 설정한 값으로 초기화 됨을 출력한다. 

N.7 벨이 울리지 않는다. 

N.8 다음 알람에 대한 정보를 출력한다. 

N.9 이전 Nation 의 Worldtime 또는 Sun Rise/Set 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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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2055. Write Unit Test Code 

1. RealTimeTest 

  



 

 



2. ModeSettingTest 

 



  



3. StopwatchTest 

  



4. TimerTest 

 



 



 

  



5. AlarmTest 

  



 





 

6. WorldtimeTest 



  



7. SunTest 

 

  



  



Activity 2061. Unit Testing 

 

 

 



Activity 2063. System Testing 

No. Name Test Description 

RealTime Test 

1-1 nextSection 다음 Section을 호출하였을 때, 마지막 Section의 

경우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지 확인 

1-2 calculateTime 설정된 시간이 정확하게 들어갔는 지, 그리고 매번 

함수를 호출하였을 시, 10ms마다 증가한 값이 저장

되어 있는 지 확인 

1-3 setSecond 설정된 초가 정확하게 들어갔는 지 확인 

1-4 increaseTime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증가하는 지, 해

당 section에서 가장 큰 수일 때 실행시키면, 다음 

section이 증가하고 해당 section이 가장 작은 수가 

되는지 확인 

1-5 decreaseTime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감소하는 지, 해

당 section에서 가장 작은 수일 때 실행시키면, 다

음 section이 감소하고 해당 section이 가장 큰 수

가 되는지 확인 

1-6 requestChangeType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24-hour 에서 12 hour

로 바뀌는 지 확인. 

1-7 setCurrSection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맞는 section에 있는지 

확인. 

Stopwatch Test 

2-1 requestStartStopwatch 정지된 상태에서 실행시켰을 때, 해당 모드의 상태

가 변화하는 지 확인 

2-2 requestStopStopwatch 실행중인 상태에서 실행시켰을 때, 해당 모드의 상

태가 변화하는지 확인 

2-3 requestResetStopwatch 정지된 상태에서 실행시켰을 때, 초기값으로 바뀌

는 지 확인 

2-4 requestSplitStopwatch 실행중인 상태에서 실행시켰을 때, Split된 시간의 

정보가 원하는 값으로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 정지

된 상태에서 실행시켰을 경우, 저장이 안되는 지 

확인 

2-5 realTimeTaskStopwatch 원하는 만큼의 시간이 증가하여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 

Timer Test 

3-1 requestExitSetTimerTime 실행시켰을 때, 상태와 Section이 초기화되는 지 확

인 

3-2 requestIncreaseTimerTimeSection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증가하는 지, 해



당 section에서 가장 큰 수일 때 실행시키면, 다음 

section이 증가하고 해당 section이 가장 작은 수가 

되는지 확인 

3-3 requestTimerTime 실행시켰을 때, 상태정보가 바뀌는 지 확인 

3-4 requestResetTimer 임의로 설정된 시간이 설정된 초기 시간으로 바뀌

는 지 확인 

3-5 realTimeTimerTask 10ms 단위로 줄어들어 초기시간에 도달하는 지 확

인, 이 후 벨이 울리는 상태로 돌입하는 지 확인 

3-6 changeStatus 상태의 최대, 최소값을 벗어나는지 확인 

3-7 requestDecreaseTimerTimeSection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감소하는 지, 해

당 section에서 가장 작은 수일 때 실행시키면, 다

음 section이 감소하고 해당 section이 가장 큰 수

가 되는지 확인 

3-8 requestNextTimerTimeSection 각 Section이 잘 바뀌는 지 확인(0~2) 

3-9 ringOff 벨이 울리는 상태에 있을 때, 초기 상태로 바뀌는 

지 확인 

Alarm Test 

4-1 requestExitAlarmSetting 알람 시간 설정상태에서 상태와 Section이 초기화

되는 지 확인 

4-2 decreaseSection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감소하는 지, 해

당 section에서 가장 작은 수일 때 실행시키면, 다

음 section이 감소하고 해당 section이 가장 큰 수

가 되는지 확인 

4-3 ringProperly 임의로 지정된 시간이 임의로 설정된 시간에 도달

했을 때 울리는 상태에 도달하는 지 확인, 이 후 

주기와 반복에 맞추어 지정된 시간이 추가되는 지 

확인, 반복 횟수가 0보다 작아지면 다시 처음에 설

정된 시간으로 바뀌는 지 확인 

4-4 realTimeTaskAlarm 설정된 시간에 도달했을 때, 벨이 울리는 상태로 

바뀌는 지 확인 

4-5 requestAlarmNextSection Section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특정 Section에 도달

하면 상태가 같이 바뀌는 지 확인 

4-6 requestNextAlarm 총 4개의 알람이 존재하여 마지막 알람에서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맨 처음 알람으로 바뀌는 

지 확인 

4-7 requestSettingAlarm 알람 시간 설정 상태로 바뀌는 지 확인 

4-8 requestAlarmOnOff 알람을 울리는 설정이 켜지는 지, 다시 꺼지는 지 

확인 

4-9 requestStopRinging 알람이 울리고 있을 시, 꺼지는 지 확인 



4-10 increaseSection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증가하는 지, 해

당 section에서 가장 큰 수일 때 실행시키면, 다음 

section이 증가하고 해당 section이 가장 작은 수가 

되는지 확인 

Worldtime Test 

5-1 nextNation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증가하는 지, 해

당 section에서 가장 큰 수일 때 실행시키면, 다음 

section이 증가하고 해당 section이 가장 작은 수가 

되는지 확인 

5-2 prevNation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감소하는 지, 해

당 section에서 가장 작은 수일 때 실행시키면, 다

음 section이 감소하고 해당 section이 가장 큰 수

가 되는지 확인 

5-3 realTimeTaskWorldTime 설정된 세계 시간이 ‘시’ 말고 다른 section들은 동

일한지 확인, 시간이 흐를 때에도 동일한 지 확인 

Sun Test 

6-1 realTimeTaskSun 시간이 해당 날의 일출, 일몰을 넘어갔을 경우, 그 

다음 날의 일출, 일몰을 보여주는 지 확인 

6-2 requestNextNation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증가하는 지, 해

당 section에서 가장 큰 수일 때 실행시키면, 다음 

section이 증가하고 해당 section이 가장 작은 수가 

되는지 확인 

6-3 requestSetRise 일출에서 일몰로, 일몰에서 일출로 바뀌는 지 확인 

6-4 requsetPrevNation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감소하는 지, 해

당 section에서 가장 작은 수일 때 실행시키면, 다

음 section이 감소하고 해당 section이 가장 큰 수

가 되는지 확인 

6-5 initSun 실제 시간만을 기준으로 정확히 호출되는 지 확인 

ModeSetting Test 

7-1 requestSelectMode 모드를 선택하였을 때, 모드의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바뀌었는지 확인 

7-2 requestNextMode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증가하는 지, 해

당 section에서 가장 큰 수일 때 실행시키면, 다음 

section이 증가하고 해당 section이 가장 작은 수가 

되는지 확인  

7-3 confirmSelectMode 설정된 모드들이 정확하게 저장되었는지 확인 

 



Activity 2067. Design Traceability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