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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P – Trello, Issue: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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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P – Trello, Issue: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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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P – Trello, Issue: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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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P – Trello, Issue: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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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P – Trello, Issu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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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P – Trello, Issue: ON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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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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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view –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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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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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view –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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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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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view –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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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al courses of events 노트 수정
Alternative courses of events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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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view –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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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equence Diagram수정



Object Oriented Analysis and Design

16P

Spec Review – Use Cases

Typical Courses of Events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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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완료

Spec Review – U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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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artition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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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artition Testing – Result
Num Description Result Remark

8
선구매 진행후 선구매코드가 broadcast되고 선택한 아이템의 전체 재고가 0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유효한 선결제 코드를 입력후 확인선택 Failed

선택한 음료의 재고가
없음에도 선결제코드를

입력하면 음료 배출

12
선구매 진행후 선구매코드가 broadcast되고 선택한 아이템의 전체 재고가 0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유효한 선결제 코드를 입력후 확인선택 Failed

선택한 음료의 재고가
없음에도 선결제코드를

입력하면 음료 배출

22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Failed

Int 범위를 넘어서는
숫자 기재시 Number 

Format Exception 발생

28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Failed

Int 범위를 넘어서는
숫자 기재시 Number 

Format Exception 발생

34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Failed

Int 범위를 넘어서는
숫자 기재시 Number 

Format Exception 발생

40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Failed

Int 범위를 넘어서는
숫자 기재시 Number 

Format Exception 발생

46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Failed

Int 범위를 넘어서는
숫자 기재시 Number 

Format Exception 발생

52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Failed

Int 범위를 넘어서는
숫자 기재시 Number 

Format Exception 발생

Total 56/64 (87.5%)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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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artition Test – 8, 12

해당 내용은 Spec상 정상적인 결과이고, 해당 내용을 4학년 팀에게 전달하여 PASS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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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artition Test – 22, 28, 34, 40, 46, 52  

<수정 전> <수정 후>

분석

String으로 입력받은 값을
integer로 변환하기 때문에, int 
범위를 넘어가는 숫자를 입력받
는다면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음
→ BigInteger를 사용하여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최대 / 최소 재고
를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함

Test 결과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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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 Description Result Remark

8
선구매 진행후 선구매코드가 broadcast되고 선택한 아이템의 전체 재고가 0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유효한 선결제 코드를 입력후 확인선택 Pass .

12
선구매 진행후 선구매코드가 broadcast되고 선택한 아이템의 전체 재고가 0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유효한 선결제 코드를 입력후 확인선택 Pass .

22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Pass .

28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Pass .

34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Pass .

40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Pass .

46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Pass .

52
재고관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7가지인 경우 / 전체재고가 0인 아이템의 수량을 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Pass .

Total 64/64 (100%) Passed

Category Partition Test – 3rd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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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te For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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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te Force Test – Result

Use case Number Test case Result

Manage Stock 3-1 Manager가 갱신한 재고 정보가 적용되는지 확인 Failed

Read Verification 
Code

14-2 기록된 코드가 유효하다면 “Item Out”을 실행하는지 확인 Failed

Total 47/49 (96%)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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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te Force Test – Manage Stock

분석

기존 Item이 DVM에 없을 경우
selectedItem이 null 이었고, 따라
서 새로 생성한 Item에 대하여
DVM에 등록해주는 작업이 누락
되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았
음
→ Items.set(selectNumber, 
selectedItem) 추가

Test 결과

Pass

<수정 전>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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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te Force Test – Read Verification Code

테스트 결과,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4학년 팀에 재테스트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PAS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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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te Force Test – 3rd cycle

Use case Number Test case Result

Manage Stock 3-1 Manager가 갱신한 재고 정보가 적용되는지 확인 Pass

Read Verification 
Code

14-2 기록된 코드가 유효하다면 “Item Out”을 실행하는지 확인 Pass

Total 49/49 (100%)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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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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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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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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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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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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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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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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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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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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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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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D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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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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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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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Verification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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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Verification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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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Verification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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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t Test – test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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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Co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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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Code Analysis

4학년 팀의 요청

테스트에 필요 없는 코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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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Co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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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Controller

→ TestMessage의 경우, 함수화를 하더라도
해당 함수의 호출은 결국 조건문에 의해 분리되고,
함수화를 함으로써 얻는 coverage 이득이 낮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지 않음.

test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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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Co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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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Purchase test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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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Co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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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Verification의 경우, 키가 존재하는지 찾는 부분에서
HashMap 내부에 key가 존재하는지 while문으로 탐색하는데
해당 부분에서 조건 분기에 의해 coverage가 낮은 것을 확인
하였고, map을 임의로 설정한뒤 테스트하는건 무의미하다
판단하여 따로 수정하지 않음

test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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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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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 CTIP 소감
이름 소감

정연수 CTIP 환경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팀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었고 분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평소 git을 사용하고 svn은 처음 사용해봤지만 git보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commit과 update만 사용
한다면 svn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rello 사용으로 이슈 트
래킹과 피드백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루어졌으며 젠킨스를 활용한 테스팅도 인상깊었다. 개인이 머리속에 기억하
거나 따로 메모해서 저장하지 않더라도 확인 및 피드백하기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슬랙 또한 모든 내용을
체크할 수 있었지만 소통같은 경우는 확실히 대면으로 의사소통하거나 회의롤 통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
각이 들었다.

김민환 CTIP에서 Trello를 통해 Issue에 대해 보기 쉽게 관리할 수 있는게 좋았다. 특히 이슈마다 현황과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주제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게 좋았다. 단점으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사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
다.

이승헌 장점 : 프로젝트를 버전 별로 관리할 수 있어서 여러사람이 함께 개발하는데 이점을 주었다.또 한 테스트를 통해
서 나온 이슈들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고 어떻게 이슈들을 고치고 해결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서 구현을 하는데
훨씬 수월했다 / 단점 : 처음 사용해보는 툴들이 많아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기능을 제대로 다 못
쓴거 같다. 툴의 사용목적과 메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벽정 개인적으로 어렵다.다른 팀원들의 도움하에.이 일을 하고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었습니다.온라인강의는 실천과
조작이 아주 불편하고 또한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주었다.기타 학우들의 도움으로 전공 지식에 대해 부동
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황유란 4학년 테스트팀이 제공한 CTIP을 통해 우리가 찾기 못했던 오류나 모순된 부분들을 많이 찾았으며 관련 이슈들
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번 학기는 비대면이어서 팀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
족했다. 다음에 대면수업을 하게 된다면 팀원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의사소통이 훨씬 효과적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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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 UP 소감
이름 소감

정연수 UP 의 경우 단계별로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그 만큼 협업과 개발을 했을 시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생각한다. 협
업하기에 매우 좋은 방법론인 것 같고 UP의 완성도에 따라 실제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UP를 완벽하게 한다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간 단축 및 기획자와의 소통이 최소화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속적인 소통 또는 디자인을 변경해야되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analysis과 elaboragtion부터 시스템
내부의 operation 등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지만 디자인 단계로 가며 왜 블랙박스로 생각하고 진행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학습의 목적 상 정해진 시간에 완료하려고 하니 여러번 iteration을 돌리지 못했지만 본 목적
처럼 여러번 iteration이 돌아간다면 UP가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민환 컴퓨팅적 사고를 통해 Waterfall 방식의 개발 방법론을 배웠었다. 당시에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를 끝내고 개발하
면 편하다는 방식이 충격이었는데, UP의 여러 번에 걸쳐 개발 한다는 내용은 더 인상깊었다. 특히 전체 프로세스
를 위해 iteration을 나누고, 각 iteration마다 주제를 정하고 개발하는 점이 새로웠다. 이번 학기에서는 1st cycle부
터 DVM 전체내용을 완성해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UP의 이론적인 내용을 직접 경험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승헌 장점 : 설계 부터 꼼꼼하게 계획하기 때문에 구현하고 테스트 하는데 큰 힘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Use Case를 통
해 시나리오를 예상 해 봄으로써 Syste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머리속에 있어서 좋았다. / 단점 : 
시간이 많이 들고 객체들간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설계하는것이 꽤 까다롭고 개발하는 중간중간 전체 문서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조벽정 구현과 테스트의 시작은 아주 순조로웠다.초기 단계 계획의 중요성도 느꼈다.사전 설계 토론은 반드시 상세해야
한다.뒷부분에 개발 부분, 테스트 부분이 깔려있습니다.

황유란 UP기반으로 기획부터 테스트까지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초반 기획,디자인 파트에서 문서화의 중요성
을 느꼈다. 간단해 보였지만 하나하나 고려하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렸고, 이 때 잘 해놓으면 이후 개발, 
테스트 파트에서도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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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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