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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esting

Brute Force Testing

-> 현 DVM_SW에서는 DB 환경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동작할 때마다 돈이 초기화되는 것은 정상적인 동작이다.

-> 해당 기능 UI 및 Logic Layer 함수 삭제 완료.



System Testing

Brute Force Testing

->연락처 변경의 경우 문서에서 삭제된 적이 없으며 삭제된 부분은 연락처 정보 수정에서

“ 지정된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System Testing

Brute Force Testing

->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봤으나 해당 결함을 찾지 못함.



System Testing

Brute Force Testing

-> 구현한 SW에서 이미지는 해당 제품 이름을 통해 맞는 이미지가 있으면 제품 이미지를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Cokeaaa” 라는 이름의 제품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없는 이미지의 경우, default 이미지를 만들어서 출력해주도록 변경했습니다.



System Testing

Category Partitioning Testing



System Testing

Category Partitioning Testing

-> 00을 넣어도 정보가 갱신되는 이유는 SRS에 0~999사이의 정수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



Code Smell

Bad practice Warnings

AdminFrame, Message, VM Classes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정함.



Code Smell

Performance Warnings

RecieveMail, StartDialog, VM Classes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정함.

삭제 완료.



Code Smell

PMD

DrinkPanel, VM Classes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정함.

이외의 삭제 요구 사항을 코드에 반영함.



Code Smell

Code Smell (Blocker)

사용되지 않는 함수로 삭제.

위의 그림처럼 변수명을 parent로 설정한 경우가 있었음.
-> 아래 그림처럼 변수명을 모두 수정함.



Code Smell

Code Smell (Critical)

해당 부분 default case 추가.



Code Smell

Code Smell (Major)

CardDialog, Code, DrinkPanel, MainFrame, PaymentDialog ,VM Classes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정함.

Field명이 겹쳐 재선언 되는 경우,
다른 변수인 경우 변수 이름 변경, 같은 변수인 경우 재선언 되지 않도록 변경



JUnit

Admin, Card, Code, Drink Class, Item

● Admin

- getContact() 함수가 테스팅 되지 않음

Assertions.assertEquals(ad.editContact("010-4017-4928"), "010-4017-4928");

Assertions.assertEquals(ad.getContact(), "010-4017-4928");

-> getContact() 를 테스팅 하는 함수 추가

● Card

- getBalance() 함수가 테스팅 되지 않음

cd.setBalance(4900);

Assertions.assertEquals(cd.getBalance(), 4900);

-> getBalance() 를 테스팅 하는 함수 추가

● Code, Drink, Item

-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음

-> 해당 내용 삭제

● Item

- editName(String) 함수에서 name 의길이가 100 보다긴예외
경우를테스트하는 test case 가없음. 추가하는것이좋음

-> 필요하지 않은 If문이라서 If문 자체를 삭제함



JUnit

VM

● VM

- VM(int, double[]) 생성자와 VM(int, int, double[]) 생성자가 실제로도 사용되지 않는 생성자들이라면 삭제하는 것이 좋음

-> 해당 내용 삭제

- VM에서 requestChangeName 등 테스팅이 필요해 보이는 함수들이 테스팅 되지 않음

@Test

void checkRequestChangeName(){

Assertions.assertEquals(vm1.requestChangeName(1,"sprite2"),"1:sprite2");

Assertions.assertEquals(vm1.requestChangePrice(1,800),"1:800");

}

-> 테스팅 되지 않는 함수들의 테스팅 케이스 추가 (소스코드 일부만 첨부)

@Test

void checkMailReceive(){

Assertions.assertEquals(vm1.mailRecieve(new Message(9998,9999,5,"10-10-8708")),"mail receive");

vm1.getOtherVM("Coke");

}

- 함수들이 테스팅이 되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부족한 경우 발생

vm2.mailBox.add(new Message(9999,9998,8,null));

Assertions.assertEquals(vm2.receiveRequest(),8);

vm1.mailBox.add(new Message(9998,9999,2,"trash"));

Assertions.assertEquals(vm1.receiveRequest(),2);

void checkRequestPrepay(){

Assertions.assertEquals(vm3.requestPrepay("Hot Six",9999),"99970000");

}

-> 테스팅 되지 않는 부분들의 테스팅 케이스 추가 (소스코드 일부만 첨부)



JUnit

VM

● VM

- VM(int, double[]) 생성자와 VM(int, int, double[]) 생성자가 실제로도 사용되지 않는 생성자들이라면 삭제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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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에서 requestChangeName 등 테스팅이 필요해 보이는 함수들이 테스팅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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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void checkMailReceive(){

Assertions.assertEquals(vm1.mailRecieve(new Message(9998,9999,5,"10-10-8708")),"mail receive");

vm1.getOtherVM("Coke");

}

- 함수들이 테스팅이 되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부족한 경우 발생

vm2.mailBox.add(new Message(9999,9998,8,null));

Assertions.assertEquals(vm2.receiveRequest(),8);

vm1.mailBox.add(new Message(9998,9999,2,"trash"));

Assertions.assertEquals(vm1.receiveRequest(),2);

void checkRequestPr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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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팅 되지 않는 부분들의 테스팅 케이스 추가 (소스코드 일부만 첨부)



JUnit

Frame, Panel Classes

● UI

- Frame, Panel 클래스들의 경우, Interface Layer 즉 UI 부분들입니다.
- 해당 클래스들의 이미지나 버튼 등이 잘 출력된다는 Junit 테스트를 만들기 애매하여 만들지 않음

● 변경 후 Code Coverage

● 그 외의 내용들은 Jira의 해당 이슈에 기록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