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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tage 1000 Planning

1. Specification Review ( A5 )

1004 단계에서 hidden으로 지정된 use case에 대해서 5.3 Describe 단계에서 Actor가
User로 명시된 오타가 있었음 (6. Notify the end of timer, 15. Notify alarm)

-> 수정 확인 완료

1.2 Stage 2030 OOA

21. Select modes :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에서 ‘Line 2. Mode 재확인에서 의도와 다를 경우, Line1으
로 돌아간다’ 의 의미가 불분명함.

12. Activate alarm :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에서 ‘비활성화 되어 있는 알람에 활성화 요청, 무시한다.’ 
는 삭제 필요 → 확인 완료

13. Deactivate alarm : Exceptional Courses of Events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알람에 비활성화 요청, 무시한
다.’ 는 삭제 필요 → 확인 완료 2



1.3 Stage 2040 OOD

1. Specification Review ( A5 )

LocalDateTime의 최대최소 값에 대해서는 시스템
테스팅 불가

-> (시스템 테스팅 상에서는 00-99의 값이 반복되
나 천,백의 자리는 감소하여 요일이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변수값 제한 및 Unit test 수준 확인 필요

3



1.3 Stage 2040 OOD

1. Specification Review ( A5 )

17. Set Case Numbe -> 구체화된 조건 확
인 완료. (2-99)라는 조건에 따라 테스팅 통
과

19. Switch city -> 오타 수정 확인 완료. 새
로운 명세에 따라 테스트 통과

30. Select mode -> 새로운 명세에 따라 테
스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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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S의 기본 기능과 A5팀이 정의한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

2. Brute-Force Test ( A5 )

-> Test case 30/32개 통과 (93.7%)
-> Redmine에 재반영 완료

6. Notify the end of timer
타이머가 기능에서 선택되어 있지 않아
도 알림이 울림

16. Notify the alarm
알람이 기능에서 선택되어 있지 않아도
알림이 울림

Set timer time, Set alarm time, Set 
case 진입 시, 빨간색으로 영역 표시가
안되는 경우가 존재

testing 통과 된 부분 : 빨간색
다시 testing이 필요한 부분 : 파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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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L Generator 사용하여 Test case 생성

3. Category-Partion Test ( A5 )

143개의 test case 중 139개 통과 (4개 Fail)

1st system testing 결과 개발팀과 교수님께 피드백에 따라 test case 재생성

-> mode를 세분화하여 input value 필요없는 상황에서 input value 
property가 있는 test case를 제거하고, refine된 test case를 생성할 수 있었
음

-> error, property Constarint 적용하여 143개의 test case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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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를 이용한 Pairwise Test

4. Pairwise Test ( A5 )

1st system testing 결과 개발팀과 교수님께 피드
백에 따라 test case 재생성

-> Input value parameter를 단순화하여 refine된
test case 생성

-> PICT 사용 결과 : test case 59개 생성

59개의 test case 중 57개 통과 (2개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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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ic Analysis( A5 )

5-1. Overview

Sonarqube에서 새로운
profile을 생성하고 PMD, 
Findbug, Checkstyle 
ruleset을 추가한다.

1. PMD, checkstyle, 
findbug 이용
버그 : 6개 취약점 : 3개
code smell : 1200개

2. 1+blocker,major,critical 
tag rule set
버그 : 28개 취약점 : 3개
code smell : 1600개

BUG

Vulnerability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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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ic Analysis( A5 )

5-2. Bugs

반복적으로 실행할 경우, 성능 효율
이 매우 떨어지는 코드

->Stringbuilder나 concat 함수 사
용 권고

개발팀이 해결해야할 문제점, 해결방법
등을 제시

Graphics 객체를 생성하고 제거하
지 않음. dispose()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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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ic Analysis( A5 )

5-3. Vulnerability

File system에 접근하는 input 
parameter를 사용

->FilenameUtils.getName() 메소
드 사용

If문 내에 두 가지 이상 조건이 사용
될 경우 우선순위를 지정해줄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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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ic Analysis( A5 )

5-4. Code Smell

변수의 직렬화를 통해 객체데이터의 값
을 바이트로 바꾸길 권고 ( 외부 시스템
에서 사용가능성때문에) -> 전송 시, 데
이터 손실 방지

Cyclomatic Complexity를 증가시키는
구문에 대한 경고도 존재

->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
로 won’t fix로 할당

if/for/while/switch/try 복합 구문은
cognitive complexity를 높이므로 지양
하라는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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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ic Analysis( A5 )

5-4. Code Smell

그 외)

1. Switch에서 default문 추가
2. @override notation 추가
3. else 구문에 curly bracket 사용
4. if…else 구문의 마지막을 else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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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ic Analysis( A5 )

5-5. Code Coverage (Cobertura)

코드 커버리지 : 
35.8%

원의 크기 : 커버되지 않은 라인의 수
원의 수직 위치 : 커버되지 않은 라인의
비율

Cobertura의 분석 결과를
SonarQube로 전달해서 그래프로
확인, 분류(클래스, line coverage, 
condition coverage)에 따라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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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ic Analysis( A5 )

5-6. Cyclomatic Complexity

Cyclomatic Complexity : 테스트케이스 커버
리지 100%를 만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테스
트 케이스 수를 의미

Cognitive Complexity : 코드의 이해하기 쉬
운정도

Cyclomatic Complexity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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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ic Analysis( A5 )

5-7. Unit Test Result (in Jenkins)

Sonarqube에서 unit test 결과 연동이 안되서 jenkins에서의 unit test report 결과를 첨부

실패한 테스트 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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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sue Tracking ( A5 )

6-1. 1st System Testing

TestLink Red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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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sue Tracking ( A5 )

6-2. 2st System Testing

- 1st System testing에서 등록한 결함에 대한 Pass /Fail
결과 반영

- 2st System testing에서 pass된 경우 : 결함(신규) -> 해
결

- 2st System testing에서 fail된 경우 : 결함(신규)로 유지

17



6. Issue Tracking ( A5 )

6-2. 2st System Testing

등록된 일감을 클릭하면 SonarQube
링크와 이유와 해결방법에 내용을 볼
수 있다

개발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System 
Testing, Static Analysis Report 
Redmine 문서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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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ystem Test ( B2 )

Buzz 소리기능 에 관한 Test 추가

추가된 Category Partition Test
추가된 Pairwise Test

Brute Forse Test



18

5. Static Analysis Test 요약 ( B2 )

• Override • Duplicate Cod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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