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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cification Review - Fixed

# 1st Specification Review 항목에 대한 수정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1. Specification Review – Unsolved Solved

# 26. Display Use Case의 자세한 Specification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음
→ usability.gov(https://www.usability.gov/how-to-and-tools/methods/use-cases.html)의

Use Cases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변경

https://www.usability.gov/how-to-and-tools/methods/use-cases.html


1. Specification Review - Additional(Stage 2050, 2060)

# Timer, Stopwatch 일시정지 후 모드 변경을 하여도 초기화되지 않도록 Specification을
변경했으나 문서 상 반영되지 않음(Use Cases, System Testing Cases 부분)



1. Specification Review

# 스펙 리뷰 당시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최신 문서를 참조하고 있음을 공지하였음
-> 업데이트된 문서를 전달받은 시점은 스펙 리뷰 완료 및 이슈 추가 이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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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ystem Testing / Category-Partition Testing

▶ 180개 중 기존 164개 Pass(91.11%) → 180개 Pass(100%)
→ 수정된 빌드 버전으로 Category-Partition Testing 수행 결과 모두 통과



2. System Testing / Pair Wise Testing

▶ State를 단순화 하여 2Way Pair Wise 적용
▶ 64개 중 기존 55개 Pass(85.94%) → 64개 Pass(100%)

→ 수정된 빌드 버전으로 Pair Wise Testing 수행 결과 모두 통과

state : TimeKeeping,Timer,Stopwatch,Alarm,Schedule,WorldTime,SelectMode,Beep

button : PressA,PressB,PressC,PressD,LongPressA,LongPressB,LongPressC,LongPressD

data : Bound,None

IF [state] IN {"WorldTime","SelectMode","Beep"} THEN [data] = "None";

※ Categorized Properties Based Input

TimeKeeping
Timer

Stopwatch
Alarm

Schedule
WorldTime
SelectMode

Beep

All
21 

States



2. System Testing / Brute Force Testing

▶ 수정을 거쳤으나 고쳐지지 않은 버그가 1개 존재

▶ 16개 중 기존 5개 Pass(31.25%)
→ 15개 Pass(93.75%)

▶ 개발팀 자체 System Testing Cases 기반으로
직접 테스팅을 수행한 결과
Pause Timer, Pause Stopwatch에 대한
문서 스펙 불일치를 제외하고 모두 Pass 확인

# Test Case
Test

Result
Description

1

리스트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드의

On/Off 이후 동작 테스트

Pass
알람 또는 스케줄이 1개 이상 등록된 상태로 해당 모드를 껐다

켜면 다시 모드에 진입 시도시 멈춤

2 타이머 예외처리 테스트 Pass
타이머의 시간이 흐르는 중 C와 A를 눌러 시간을 수정할 수

있음

3 스케줄 UI 테스트 Pass 스케줄 리스트에서 B를 누르면 커서가 사라짐

4 Invalid한 일정 추가를 시도 Fail

스케줄의 날짜를 먼저 수정하고 월을 수정하여 불가능한 날짜의

일정 등록 가능

-> 스케줄 수정 시, 현재 시간 수정 시에는 예외처리 되었으나

새로운 스케줄 등록 시 처리가 되지 않음(ex. 6/31일 날짜의

일정 등록 가능).

5

현재 시간 변경 시

타임 키핑 모드의

스케줄 출력 기능 테스트

Pass 가장 가까운 일정이 정상적으로 출력

6
Beep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경우 테스트
Pass 순차적으로 삭제 처리됨

7 스케줄 수정/삭제 테스트 Pass 수정 및 삭제 기능이 정상 작동

8 비활성 알람 테스트 Pass 비활성화된 알람은 울리지 않음

9 세계 시간 테스트 Pass 초 단위는 반영이 되지 않음

10 모드 선택 테스트 Pass 여러 번 진입 시 간헐적으로 멈춤

11 리스트 구조 UI 테스트 Pass
알람, 스케줄 등 리스트를 출력하는 모드 진입 시 간헐적으로

커서가 3번째 칸으로 이동함

12 스케줄 수정 테스트 Pass
스케줄을 수정 시 다른 스케줄이 사라지거나 다른 타입으로

출력되는 현상 발생

13 스케줄 정렬 테스트 Pass
동일한 일정을 2개 이상 추가 및 수정할 경우 최근 수정 시간이

아닌 먼저 저장한 순서대로 정렬됨

14 타임아웃 테스트 Pass 타 모드에서 1분 경과 시 타임 키핑으로 이동

15
타이머 및 스탑워치

일시정지 테스트
Pass

일시정지 후 다른 모드로 전환하여도 초기화가 되지 않음 ->

스펙 변경(초기화되지 않도록)에 따라 문서를 변경하기로

했으나 변경되지 않음(9. Pause Timer, 12. Pause Stopwatch)

16
시간 설정 시

경계값 테스트
Pass 날짜를 수정한 뒤 월을 수정하여 불가능한 날짜로 설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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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tic Analysis - Overall

# 적용된 Static Analysis Rulesets:
SonarQube, PMD, Checkstyle

# SonarQube Default Ruleset에서
네트워크 관련 룰 등을 제외시켜
Bugs 관련 110개,
Vulnerability 19개,
Code Smells 225개,
Security Hotspots 19개,
총 373개의 Active Rules 적용



3. Static Analysis - Overall

# Severity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최종 결과 분석을 진행
→ 각 이슈를 직접 확인하면서 수정 필요성을 판단하여 정리함

(주석 삭제/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코드 재사용, 짧은 If문을 한 줄로 작성 등은 이슈에서 제외)



3. Static Analysis - Result

# 시계가 종료되는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고, 종료 시 UI 자체 종료 버튼을 활용하기 때문에
loop의 종료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수정 소요 없음)

1) Blocker

2) Critical

# Switch문에 Default Case를 추가하여 예외처리 요망



3. Static Analysis - Result

2) Critical

# 여러 번 반복되는 literal Value(Sanserif 폰트)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수로 선언하여 사용 요망

3) Major

# 사용하지 않는 parameter, local variable 제거 요망



3. Static Analysis - Result

3) Major

# 클래스 멤버변수로 선언된 변수를 지역 블록에 재선언, 삭제 요망

# 반환형이 object[]인 함수 또는 메소드에서 NULL을 리턴하면 nullity를 매번 검사해야 하므로
NULL 대신 빈 객체를 리턴하도록 수정



3. Static Analysis - Result

3) Major

# 테스트 코드에서 사용되지 않는(무의미한) 코드 제거 요망

4) Minor

# 사용하지 않는 local variable 또는 import 삭제 요망



3. Static Analysis - Summary

# Static Analysis 결과 B1조의 코드에서 기능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버그는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 사소한 코딩 스타일, 주석 처리 관련 이슈가 많았음.
따라서 전체적인 개발물 퀄리티가 높다고 보여짐.

# DWS.java 클래스의
Reliability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클래스들의
Reliability와
Security의 Rank가 모두 A~B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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