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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040 - alarm



Stage 2040 – Cycle Timer



Stage 2040 - Stop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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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040 – World Time



Tr a c e a b i l i t y – Method & Class



2041. Define Real Use Cases

Use case Activate Buzzer 

Actor None

Purpose (As in the the business use case)

Overview (As in the the business use case)

Type Hidden

Cross Reference

Pre-Requisites

Typical Courses of Event (A) : Actor, (S) : System
1. (S) Buzzer가 특정 상황에서 울린다

Alternative Courses of Event N/A

Changes Buzzer를 함수호출이 아닌 직접 호출하기로
수정하며 삭제되었다.



2041. Define Real Use Cases

Use case Select Worldtime

Actor User

Purpose (As in the the business use case)

Overview (As in the the business use case)

Type Evident

Cross Reference

Pre-Requisites 현재 상태가 Wordltime mode 이고 디폴트
화면이어야한다. Timekeeping mode에서 시간
설정한 이후여야한다.

Typical Courses of Event (A) : Actor, (S) : System
1. (U)사용자가 모드 변경을 통해 현재모드를 Wolrdtime

mode로 변경한다.
2. (U)사용자가 Button2를 눌러 Worldtime 모드의 세계시간

선택 기능을 실행한다.
3. (U)사용자가 Button1을 누르면 세계 시간을 선택 할 수 있다.
4. (U)사용자가 Button2를 눌러 세계 시간 기능을 종료한다.
5. (S)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선택된 세계시간을 기준으로 현재

시간에서 +-하여 값을 저장한다.(현재시간은 UTC+2)

Alternative Courses of Event N/A

Changes 삭제되었다.



Use case Show Dynamic display mode

Actor User

Purpose (As in the the business use case)

Overview (As in the the business use case)

Type Hidden

Cross Reference

Pre-Requisites 현재 상태가 dynamic display mode 이어야한다.

Typical Courses of Event (A) : Actor, (S) : System
1. (S) 시스템이 Dunamic display mode의
진행사항을 출력한다.

Alternative Courses of Event N/A

Exceptional Courses of Event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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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Define Real Use Cases

Use case CountTimer

Actor None

Purpose (As in the the business use case)

Overview (As in the the business use case)

Type Hidden

Cross Reference

Pre-Requisites 현재 모드가 Timer여야 하고 실행중이여야 한다.

Typical Courses of Event (A) : Actor, (S) : System
1. (S) 시간이 지남에 따라 Timer의 시간을
감소시킨다.

Alternative Courses of Event N/A

CHange 함수 마지막에 CheckTimer를 호출하여 Timer가
끝나면 비활성화 상태로 바꾸고 buzzer를
울리게 하였다.



2041. BruteForce

TestCase 일/월/연이 각 한계값을 초과했을 때 다음에 나와야 하는
값이 올바르게 나오는가?

Expected Output 일은 각 달의 마지막 일자에서 증
가할 경우 1일로, 월은 12월에서
증가할 경우 1월로, 년은 9999년
에서 증가할 경우 0년으로 바뀐다

Test Output ‘년’의 설정이 존재하지 않아 테
스트 불가능

Solution ‘년’의 설정을 추가하였다.



2041. BruteForce

TestCase 존재하지 않는 날짜를 설정할 수 없는가?

Expected Output 2월 30일을 입력할 수 없어야 한
다

Test Output 2월 30일의 값이 입력 가능

Solution 월마다 최댓값을 수정하였다.



2041. BruteForce

TestCase 선택된 세계시간을 기준으로 세계 시간이 반영 되는가?

Expected Output UTC+3이 선택되어 있을 때 현재
시간의 시의 값이 +1이 되어야 한
다

Test Output Worldtime 기능이 존재하지 않
아 테스트 불가능

Solution Worldtime 기능을 추가하였다.



2041. BruteForce

TestCase 타이머 기능이 없어질 경우 타이머가 울리는가?

Expected Output 타이머 기능이 없어지면 타이머가
울리지 않는다

Test Output 타이머 기능 비활성화가 불가능
해서 테스트 불가능

Solution 타이머가 종료될 때 비활성화하며 buzze를 울리는
Checktime함수를 추가하였다.



2041. BruteForce

TestCase StopWatch의 분/초가 최대값에 도달했을 때 계속 실행될 경우
그 다음
값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Expected Output 59분 59초에서 1초가 증가하면 스
탑워치 시간은 0분 0초로 초기화
된다

Test Output 59분 59초에서 1시 0분 0초로
바뀐다

Solution Stopwatch에시간 제한이 없는 것은 의도한 사항이라 수정하지
않았다,



2041. BruteForce

TestCase 활성화 된 알람을 수정 할 수 있는가?

Expected Output 활성화 된 알람은 수정모드가 불가
능하다

Test Output 활성화된 알람의 수정이 가능하
다

Solution 활성화된 알람의 경우 수정하지 못하도록 수정하였다.



2041. BruteForce

TestCase 활설정한 알람중 마지막 알람에서 다음 알람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Expected Output 설정한 알람중 첫번째 알람을 보여준다

Test Output 여러개의 알람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테스트 불가

Solution 알람을 최대 4개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2041. BruteForce

TestCase 알람이 켜진 이후에 기능이 없어질 경우 알람이 울리는가?

Expected Output 알람모드가 비활성화 되면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

Test Output 알람 기능을 없앨 수 없어 테스
트 불가능

Solution 비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Static Analysis - Vulnerability

• Main과 각 class의 멤버변수에 접근 제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Main에서 각 클래스의 멤버변수를
바로 접근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getyear,getmonth,..,getstatus등의
멤버변수의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추가하였습니다.



Static Analysis – bug(URF_UNREAD_FIELD)

• 코드 작성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변수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http://ctip.s5kywa1k3r.codes:9000/project/issues?id=SMA_A7&types=BUG&severities=MAJOR&rules=findbugs%3AURF_UNREAD_FIELD&resolved=false


Static Analysis – Code smell

• 패키지의 모든 클래스를 맹목적으로 가져 와 클래스 네임 스페이스가 복잡해져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필요한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해당 문제를 피하고 원하는 버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클래스이름을
작성하였다.



Static Analysis – Code smell

모든 switch문에서 변수의 값과 동일한
case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위해
dafault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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