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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 Retesting

TestLink BFT, CPT 1차 분석, 2차 분석 비교 결과

1차 테스트

테스트를100% 진행했을 경우
89가지 테스트케이스에 대하여
69.66% Pass, 30.34% Fail

2차 테스트

테스트를100% 진행했을 경우
89가지 테스트케이스에 대하여
100%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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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sting Brute-force

54/54 PASS
100%

35/35 PASS
100%

Retesting Category Partition

2차 BFT / CPT 테스트 결과 A2팀의 DVM는 Spec 기반 잘 구현되었다고 판단

1. #4- Re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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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 Static Analysis / SonarQube

Bugs 10개

Code Smell 235개

Security Hotspot 10개

-> Major 63

-> Minor 133

-> Critical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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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s]
-> 10개

Blocker 9개
(Socket error)
Major 1개
(NullPointer error)

- 개발팀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들만 선정하여 정리

1. #4 - Static Analysis / SonarQ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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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Hotspot]
-> 10개

1. #4 - Static Analysis / SonarQ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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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Smells]
235개 중
-> Critical 14개
-> Major 8개
-> Minor 3개

1. #4 - Static Analysis / SonarQ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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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제외한 ControllerTest.java 부분 외에 전체적인 클래스 파일에 대해 Unit 
Test  기반 커버리지가 높음을 볼 수 있음

1. #4 - Coverage / Ja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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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BFT 100% 통과했고 Bug와
Security Hotspot 수가 적다. 버그나
핫스팟 사항 중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금방 고칠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Code smells 또한 시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된다. Coverage 또한
준수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프로젝트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1. #4 -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10



2. CTIP 환경

IDE Version
Control

Team
Communication

CI Server

Bug Tracking/
Requirements
Management

Build

Static Analysis

System
Testing

Build

Un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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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V 수행 내용

2. TSLgenerator를 통한 CPT testcase 생성
Stage 2138 기반의 Brute Force testcase 생성

1. Spec Reivew 3. CPT &Brute Force testing

12

1~3번 내용 총 2번 수행



3. V&V 수행 내용

5. Coverage 분석 6. 개발팀과 소통4. Static Analysis
(sonarqube) 

← Code smells, Bugs, Security Hotspot 중
주요 내용 일감에 등록

↑잘못 만들어진 단위 테스트 케이스 2개를
제외하고 statement coverag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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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V 수행 소감 - 차희수

- Quality Experts로서 수행소감

- 개발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CTIP 환경 구축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과정이 까다로웠고, CPT를 위해 category를 나누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CTIP환경을 실제 구축하고, 테스팅 하는 과정을 통해 평소 접하지 못한 여러 툴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으며, 검증 프로세스를 실제 경험한 것이 의미 있었다. 

개발 과정에서의 문서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개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관리 검증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개발팀과 소통이 굉장히 원활했고, 수정요청을 드리면 바로바로 기한내에 코드를 수정해서 재 업로드 해주신 점이

굉장히 감사했다.

테스팅을 위한 stub도 완벽했고, 사용방법 또한 ppt와 줌을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 해 주셔서 테스팅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된 거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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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V 수행 소감 - 이기현

- Quality Experts로서 수행소감

- 개발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여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처음으로 '검증'을 접해봤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개발하는 것 못지 않게 검증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과 학문으로서의 깊이 또한

매우 깊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개발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편히 검증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써서 개발해 주신 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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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V 수행 소감 - 주윤지

- Quality Experts로서 수행소감

- 개발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학부생 생활을 하면서 'verification & validation' 이라는 과정을 처음 알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발만 진행했었는데, 검증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진행해보면서 더욱

specification review 및 정적분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개발을 진행할때도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팀원분들께서 누가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초기부터 개발을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피드백 수용 및 커뮤니케이션도 수월했고, 개발을 해주실 때도 요구사항에 맞게, 혹은

그 이상으로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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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V 수행 소감 - 김민혁

- Quality Experts로서 수행소감

- 개발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지금 돌아보면 금방 할 수 있는 일들 같은데 그 때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유의미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처음에 명세서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

당황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통해 개발팀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있었습니다.

저희가 생소한 도구들을 사용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개발을 잘 해주시고 GUI도 간편하게

만들어주셔서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요구사항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7



5. V&V를 잘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개발팀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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