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첨되시계
201411212 송인호
201611234 전재원
201611230 전계원
201711809 박수빈

OOPT Stage 2050 Construct







Type Class

Name TimeTicker

Purpose TimeData 객체를 관리하는 클래스

Overview(Class)

Cross Reference R9.1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Type Class

Name TimeData

Purpose 현재 시간과, 사용자의 입력 없이 대기중인 시간을 가지는 클래스

Overview(Class)

Cross Reference R9.1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Type Class

Name Controller

Purpose
사용자로부터 들어오는 입력을 각 모드 클래스의 기능으로 매핑 시켜주
는 클래스

Overview(Class)

Cross Reference R1~R9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Type Class

Name GlobalSettings

Purpose
시계의 기본적인 정보를 다루는 클래스로, 다른 클래스들이 사용하는
변수 및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다. 

Overview(Class)

Cross Reference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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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Testing Traceability Analysis



• 12 modules





[2067] Testing Traceability Analysis



TID name Description

T1 알람이 세팅한 시간대로 저장되는지 확인 알람을 설정한 후, 보기 모드에서 설정한 시간으로 보이는지 확인

T2 알람이 세팅한 시간에 울리는지 확인
알람을 설정한 후, On 상태로 만들고 지정한 시간에 울리는지 확인.
다시 Off상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On 상태로 만들었는지도 확인

T3 6개 중 4개 모드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 울리는지 확인
알람을 설정한 후, On 상태로 만든 다음 ModeSelection에서 Alarm을 선
택하지 않는다. 울리지 않아야 통과

T4 알람이 울릴 때,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알람이 꺼지는지 확인
알람을 설정한 후, On 상태로 만들고 지정한 시간에 울렸을 때 아무 버튼
이나 눌렀을 때 버저가 꺼지는지 확인

T5 +버튼을 눌렀을 때 로또 번호가 나오는지 확인
초기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서 숫자가 6개 나오는지 확인. 이 숫자는 1이
상 45 이하이며, 겹치지 않아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보여야 한다.

T6 로또 번호가 나왔을 때, -버튼을 눌러 초기화 되는지 확인
로또 번호를 출력한 상황에서, -버튼을 눌러서 초기 상태로 만들고 다시
로또 번호를 출력했을 때, 번호가 바뀌는지 확인

T7
아무 모드에서나 Mode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Long Mode버튼을
눌렀을 때) ModeSelection이 되는지 확인

기타 다른 모드에서, LongMode 버튼을 눌렀을 때 ModeSelection이 실
행되는지 확인

T8 ModeSelection에서 설정이 끝난 후, 모드가 잘 설정되는지 확인
ModeSelection에서 설정을 마친 다음, 첫 모드로 이동되며, 설정한 4개의
모드가 순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

T9 Stopwatch에서 정지상태에서 잘 시작되는지 확인 정지 상태(초기 상태, 일시정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른다.

T10 Stopwatch에서 실행상태에서 일시정지 되는지 확인 실행 상태에서 +버튼을 누른다.

T11 Stopwatch에서 Lap이 기록되는지 확인
Adjust버튼을 눌러서 Lap이 기록되는지 확인한다. (실행, 정지 상태 둘
다)

T12 Stopwatch에서 일시 정지상태에서 초기화 되는지 확인
일시 정지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서 현재 시간과 Lap이 초기화되는지
확인

TimeKeeping, Lottery, ModeSelection, Stopwatch 



TID name Description

T13 시계를 처음 실행했을 때, 현재 시간 확인 초기 시간은 실행시킨 디바이스의 시스템 시간과 같아야 한다.

T14 시간을 설정했을 때, 현재 시간이 바뀌는지 확인 시간 설정 후, 보기 모드에서 설정한대로 시간이 바뀌었는지 확인

T15 시간을 설정했을 때, 변경된 시간에 따라 알람이 울리는지 확인 시간 설정 후, 설정한 시간에 맞춰 알람이 울리는지 확인

T16 타이머를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타이머를 설정했을 때, 설정한 대로 시간이 맞춰지는지 확인

T17 타이머가 정상 시작하는지 확인 설정 모드가 아닐 때, +버튼을 눌러서 시간이 감소하는지 확인

T18 타이머가 정상 정지하는지 확인 실행 상태일 때, +버튼을 눌러서 시간 감소를 멈추는지 확인

T19 타이머가 종료되었을 때, 버저가 울리는지 확인 타이머의 시간이 0초일 때, 버저가 울리는지 확인

T20 버저가 울릴 때, 아무 버튼이나 눌렀을 때 꺼지는 확인
타이머의 시간이 0초라서 버저가 울릴 때, 아무 버튼이나 눌렀을 때 꺼지
는 확인

T21 버저를 껐을 때, 시간이 설정 시간으로 바뀌는지 확인 버저를 껐을 때, 설정했던 시간으로 초기화 되는지 확인

T22 타이머를 시작하고, 다른 모드로 이동해도 시간이 가는지 확인
타이머를 시작하고 다른 모드로 이동했다가 다시 타이머로 돌아왔을
때, 시간이 감소하는지 확인

T23
타이머를 시작하고, ModeSelection에서 타이머를 제거했을 때, 시
간이 0이 되었을 타이밍에 버저가 울리는지 확인

타이머를 시작하고, ModeSelection에서 타이머를 제거했을 때, 시간이
0이 되었을 타이밍에 버저가 울리는지 확인

TimeKeeping, Timer



TID name Description

T24 초기 화면에서 시간대가 -11로 시작하는지 확인 WorldTime에 처음 접근했을 때, 시간대가 -11로 되어있는지 확인

T25
시간대가 -11일 때, -버튼을 누르면 시간대가 +12로 이동하는지
확인

시간대가 -11일 때, -버튼을 누르면 시간대가 +12로 이동하는지 확인

T26
시간대가 +12일 때, +버튼을 누르면 시간대가 -11로 이동하는지
확인

시간대가 +12일 때, +버튼을 누르면 시간대가 -11로 이동하는지 확인

T27 24개의 시간대에서 각각 대표 도시와 시간이 잘 표시되는가 확인 24개의 시간대에서 각각 대표 도시와 시간이 잘 표시되는가 확인

T28
TimeKeeping에서 현재 시간을 변경했을 때, WorldTime에서 변경
된 시간에 따라 출력하는지 확인

TimeKeeping모드에서 현재 시간을 변경 후, WorldTime에서 각 시간대를
확인

T29 20초동안 아무 입력도 하지 않으면 첫 모드로 이동하는지 확인 20초동안 아무 입력도 하지 않으면 첫 모드로 이동하는지 확인

T30
ModeSelection에서 모드 변경 후, 20초동안 아무 입력도 하지 않
으면 변경한 첫 모드로 이동하는지 확인

ModeSelection에서 모드 변경 후, 20초동안 아무 입력도 하지 않으면 변
경한 첫 모드로 이동하는지 확인

T31
ModeSelection을 실행한 다음, Mode버튼을 누르면 첫 모드로 이
동하는가

LongMode 버튼을 눌러 ModeSelection을 실행한 다음, Mode버튼을 눌
러 설정을 취소한다.

T32 Mode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모드로 이동하는가 Mode버튼을 눌러서 ModeSelection에서 설정한 대로 이동하는지 확인

T33 알람이 Off인 상태에서 세팅한 시간에 안 울리는지 확인
알람에서 시간을 설정하고, 해당 알람을 Off로 바꾼다. 정해진 시간에 울
리지 않아야 통과

T34 시간 설정중인 상황에서 ModeSelection에 진입이 가능한가
알람, 스탑워치, 타임키핑의 시간을 설정하는 도중에 LongMode버튼을
눌렀을 때, ModeSelection이 실행되지 않아야 통과

WorldTime, Timeout, Mode Chan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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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Method T-Link Class

M1 pressAdjustButton() T1,T2,T3,T4,T5,T6

Controller

M2 pressPlusButton() T1,T2,T3

M3 pressMinusButton() T1,T2,T3

M4 pressModeButton() T22,T31,T32

M5 pressLongModeButton() T3,T7,T8,T34

M6 pressAnyButton() T3,T4

M7 changeMode() T22,T32

M8 timeCheckOut() T29,T30

M9 setTimeKeeping() T14,T15,T28

TimeKeep
ing

M10 plusValue() T14,T15,T28

M11 minusValue() T14,T15,T28

M12 plusIdx() T14,T15,T28

M13 setTimer()
T16,T17,T18,T19,T20,T21,T22,T23,T
34

Timer

M14 startTimer() T17,T18,T19,T20,T21,T22,T23

M15 pauseTimer() T18

M16 resetTimer() T21

M17 ringTImer() T19,T20,T21,T23

M18 stopRingTimer() T20,T21

M19 plusValue() T16,T17,T18,T19,T20,T21,T22,T23

M20 minusValue() T16,T17,T18,T19,T20,T21,T22,T23

M21 plusIdx() T16,T17,T18,T19,T20,T21,T22,T23

M22 startBuzzer() T3,T4,T19,T20,T21
Buzzer

M23 stopBuzzer() T4,T20,T21

MID Method T-Link Class

M24 setAlarm() T1,T2,T3,T15,T33,T34

Alarm

M25 onAlarm() T2,T3,T4,T15,T33

M26 offAlarm() T2,T33

M27 nextAlarm() T1,T2,T3,T4

M28 ringAlarm() T3,T4,T15

M29 stopRingAlarm() T4

M30 plusValue() T1,T2,T3,T4,T15,T33

M31 minusValue() T1,T2,T3,T4,T15,T33

M32 plusIdx() T1,T2,T3.T4,T15,T33

M33 getIsOn() T1,T2,T3,T4,T15,T33

AlarmInfo
M34 setIsOn() T1,T2,T3,T4,T15,T33

M35 getTimeStamp() T1,T2,T3,T4,T15,T33

M36 setTimeStamp() T1,T2,T3,T4,T15,T33

M37 startStopwatch() T9,T10,T11,T12

Stopwatch
M38 pauseStopwatch() T10,T11,T12

M39 resetStopwatch() T12

M40 recordLap() T11,T12

M41 timezoneToRight T26,T27,T28
WorldTime

M42 timezoneToLeft T25,T27,T28

M43 setModeSelection() T3,T7,T8,T34

ModeSelection

M44 cancelModeSelection() T31

M45 plusValue() T3,T8

M46 minusValue() T3,T8

M47 confirmValue() T3,T8

M48 plusIdx() T3,T8



MID Method T-Link Class

M49 startLottery T5,T6
Lottery

M50 resetLottery T6

M51 addTimestamp T14,T15

TimeData

M52 setTimestamp T14,T15

M53 addNoActionTime() T29,T30

M54 setNoActionTime() T29,T30

M55 getTimestamp() T14,T15

M56 getNoActionTime T29,T30

M57 processOnScreen() Every Tests

Mode
M58 processBackground() Every Tests

M59 getCurrentEvent() Every Tests

M60 setThreadMode() T3,T8,T30

M61 getInstance() Every Tests

GlobalSettings

M62 getTimeData() T14,T15,T28

M63 getTimeZone() Every Tests

M64 getBuzzer() T3,T4,T19,T20,T21

M65 getModes() T3,T7,T8

M66 getCurMode() Every Tests

M67 setModes() T3,T8

M68 setCurMode() T8,T29,T30,T31

M69 changeMode() T32

M70 longToLocalDateTime() Every Tests

M71 isTicking() Every Tests



TID name

T1 알람이 세팅한 시간대로 저장되는지 확인

T2 알람이 세팅한 시간에 울리는지 확인

T3
6개 중 4개 모드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
울리는지 확인

T4
알람이 울릴 때,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알
람이 꺼지는지 확인

T5
+버튼을 눌렀을 때 로또 번호가 나오는
지 확인

T6
로또 번호가 나왔을 때, -버튼을 눌러 초
기화 되는지 확인

T7
아무 모드에서나 Mode버튼을 길게 눌렀
을 때(Long Mode버튼을 눌렀을 때) 
ModeSelection이 되는지 확인

T8
ModeSelection에서 설정이 끝난 후, 모드
가 잘 설정되는지 확인

T9
Stopwatch에서 정지상태에서 잘 시작되
는지 확인

T10
Stopwatch에서 실행상태에서 일시정지
되는지 확인

T11 Stopwatch에서 Lap이 기록되는지 확인

T12
Stopwatch에서 일시 정지상태에서 초기
화 되는지 확인

TID name

T13 시계를 처음 실행했을 때, 현재 시간 확인

T14 시간을 설정했을 때, 현재 시간이 바뀌는지 확인

T15 시간을 설정했을 때, 변경된 시간에 따라 알람이 울리는지 확인

T16 타이머를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T17 타이머가 정상 시작하는지 확인

T18 타이머가 정상 정지하는지 확인

T19 타이머가 종료되었을 때, 버저가 울리는지 확인

T20 버저가 울릴 때, 아무 버튼이나 눌렀을 때 꺼지는 확인

T21 버저를 껐을 때, 시간이 설정 시간으로 바뀌는지 확인

T22 타이머를 시작하고, 다른 모드로 이동해도 시간이 가는지 확인

T23
타이머를 시작하고, ModeSelection에서 타이머를 제거했을 때, 시
간이 0이 되었을 타이밍에 버저가 울리는지 확인



TID name

T24 초기 화면에서 시간대가 -11로 시작하는지 확인

T25
시간대가 -11일 때, -버튼을 누르면 시간대가 +12로 이동하는지
확인

T26
시간대가 +12일 때, +버튼을 누르면 시간대가 -11로 이동하는지
확인

T27 24개의 시간대에서 각각 대표 도시와 시간이 잘 표시되는가 확인

T28
TimeKeeping에서 현재 시간을 변경했을 때, WorldTime에서 변경
된 시간에 따라 출력하는지 확인

T29 20초동안 아무 입력도 하지 않으면 첫 모드로 이동하는지 확인

T30
ModeSelection에서 모드 변경 후, 20초동안 아무 입력도 하지 않
으면 변경한 첫 모드로 이동하는지 확인

T31
ModeSelection을 실행한 다음, Mode버튼을 누르면 첫 모드로 이
동하는가

T32 Mode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모드로 이동하는가

T33 알람이 Off인 상태에서 세팅한 시간에 안 울리는지 확인

T34 시간 설정중인 상황에서 ModeSelection에 진입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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