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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ability Tables

System Test Cases and Results
1) Use Case : View menu

Test
Number

입력 예상결과 실제결과

1 ‘1’ 입력 showSelectItemPage() 실행 좌동

2 ‘2’ 입력 showVerificationCodeMenu() 실행 좌동

3 ‘3’ 입력 showAdminMenu() 실행 좌동

4 1~3이 아닌 다른 정수 입력 “잘못된 입력입니다. 1, 2, 3 중에서만
입력해 주세요.” 출력 후 showMenu()의
초기화면 재 출력

좌동

5 실수 입력 “잘못된 입력입니다. 정수만 입력해
주세요.” 출력 후 showMenu()의 초기화면
재 출력

좌동



6 한글 입력 “잘못된 입력입니다. 정수만 입력해
주세요.” 출력 후 showMenu()의 초기화면
재 출력

좌동

7 영어 입력 “잘못된 입력입니다. 정수만 입력해
주세요.” 출력 후 showMenu()의 초기화면
재 출력

좌동

8 특수문자 입력 “잘못된 입력입니다. 정수만 입력해
주세요.” 출력 후 showMenu()의 초기화면
재 출력

좌동

9 한글, 영어, 특수문자 등을 입력 한
뒤, 1 ~3의 정수 입력

오류 메세지 출력 후, 입력받은 정수에
해당하는 showPage() or showMenu() 실행

좌동

실행결과

Test Numbe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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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e Case : Select Item

Test
Number

입력 예상결과 실제결과

1 ‘0’ 입력 해당 Use Case를 종료하고, showMenu()를
실행

좌동

2-1 1~9 사이의 정수를 입력 음료 선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수량을
입력해주세요.\n >” 출력

좌동

2-2 01~09 사이의 정수를 입력 음료 선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수량을
입력해주세요.\n >” 출력

좌동

3 10~20 사이의 정수를 입력 음료 선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수량을
입력해주세요.\n >” 출력

좌동

4 실수를 입력 “0~20 사이의 음료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출력 후 showSelectItemPage()의 초기화면
재 출력

좌동



5 0~20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수를
입력

“0~20 사이의 음료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출력 후 showSelectItemPage()의 초기화면
재 출력

좌동

6 0~20의 범위의 정수를 제외한 다른
문자열 입력

“0~20 사이의 음료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출력 후 showSelectItemPage()의 초기화면
재 출력

좌동

7 1~20 사이의 정수를 입력한 뒤, “0”
입력

해당 Use Case를 종료하고, showMenu()를
실행

좌동

8 1~20 사이의 정수를 입력한 뒤,
실수를 입력

“잘못된 입력입니다. 정수만 입력해
주세요.” 출력 후, “수량을 입력해주세요.\n
>” 재출력

좌동

9 1~20 사이의 정수를 입력한 뒤,
1~999의 범위의 정수를 제외한 다른
문자열 입력

“잘못된 입력입니다. 정수만 입력해
주세요.” 출력 후, “수량을 입력해주세요.\n
>” 재출력

좌동

10 1~20 사이의 정수를 입력한 뒤,
1~999 사이의 정수를 입력(DVM의
재고 충분)

음료 수량 선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checkStock() 결과에 따라 Use Case Pay
실행

좌동

11 1~20 사이의 정수를 입력한 뒤,
1~999 사이의 정수를 입력(DVM의
재고가 충분하지 않음)

음료 수량 선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checkStock() 결과에 따라 Use Case
Prepay 실행

좌동

12 1~20 사이의 정수를 입력한 뒤,
1~999 사이의 정수를 입력(DVM의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모든
otherDVM 으로부터 응답 메세지
없음)

“해당 음료에 대한 재고를 보유한 DVM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력 후, showMenu()
실행

좌동

실행결과

Test Numbe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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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e Case : Pay
모든 음료의 가격은 1000, 재고는 10으로 초기화 되어있는 상태이며 이전 Select Item
단계에서 사용자는 1과 3을 입력한 상태입니다(3000 지불 예정). 유효한 카드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번호 잔액

0000111122223333 0

1111222233334444 1000

2222333344445555 5000

3333444455556666 10000

4444555566667777 10000

Test
Number

입력 예상결과 실제결과

1 “0”을 입력해 결제 취소 해당 Use Case를 종료하고, showMenu()를
실행

좌동

2 카드 번호로 “2222333344445555”
입력시 - 잔액이 충분한, 정상적인
카드 번호 입력시

정상 결제 이후 구매 내역 출력 좌동

3 카드 번호로 “1111222233334444”
입력시 - 잔액이 부족한, 정상적인
카드 번호 입력시

오류 메시지 출력 후 showMenu() 실행 좌동

4 비정상적인 카드 번호 입력 -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

오류 메시지 출력 후 showMenu() 실행 좌동

5 비정상적인 카드 번호 입력 -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

오류 메시지 출력 후 showMenu() 실행 좌동

6 비정상적인 카드 번호 입력 -
특수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

오류 메시지 출력 후 showMenu() 실행 좌동

7 비정상적인 카드 번호 입력 - 문자와
숫자, 공백으로 이루어진 문자열

오류 메시지 출력 후 showMenu() 실행 좌동

실행결과

Test Numbe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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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e Case : Prepay
결제과정은 Use Case Pay에서 test 됨으로 결제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test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전 Select Item 단계에서 사용자는 1과 13을 입력한
상태입니다.

Test
Number

입력 예상결과 실제결과

1 해당 재고가 있다고 응답한
otherDVM이 Location(10, 13)으로
하나 뿐인 경우

“재고가 있는 가장 가까운 DVM의 위치는
10, 13”을 출력한 뒤 결제페이지로 넘어감

좌동

2 해당 재고가 있다고 응답한
otherDVM이 두개 이상인 경우

현재 DVM에서 응답이 온 가장 가까운
otherDVM의 좌표(x, y)를 계산한 뒤,
“재고가 있는 가장 가까운 DVM의 위치는 x,
y”를 출력한 뒤, 결제페이지로 넘어감

좌동

3 선결제를 완료한 경우 인증코드를 생성하여 해당 DVM에
선결제확인 메시지를 보낸 뒤
“선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n 인증코드 :
‘인증코드\b” 이 출력 후, showMenu() 실행

좌동

실행결과

Test Numbe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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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e Case : response message (stock)

Test
Number

입력 예상결과 실제결과

1 재고가 충분한 물건에 대해
재고확인 요청이 들어온 경우

재고 확인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 좌동

2 재고가 부족한 물건에 대해
재고확인 요청이 들어온 경우

응답 하지 않는다. 좌동

3 선결제확인 메시지가 들어온경우 Use Case 6 : process verification code
message 실행

좌동

4 재고가 충분한 물건에 대해 음료
판매 확인 메시지가 들어온 경우

음료 판매 확인 메시지를 보낸다. 좌동

5 재고가 부족한 물건에 대해 음료
판매 확인 메시지가 들어온 경우

응답 하지 않는다. 좌동

6) Use Case : process verification code message

Test
Number

입력 예상결과 실제결과

1 other DVM에서 선결제 확인 DVM에 선결제확인코드를 저장한다. 좌동



메시지가 온 경우

7) Use Case : Pay by verification
codetest용 인증코드와 인증코드와 같이 전달 받았을 음료코드*해당 음료의 개수를 임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DVM에 저장되어 있는 유효한 인증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음료코드*해당 음료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코드 음료의개수*100 + 음료코드

1q2w3e4r5t 302

q1w2e3r4t5 1213

qwert12345 105

Test
Number

입력 예상결과 실제결과

1 ‘0’ 입력 Use Case Pay by verification code를
종료하고, showMenu()를 실행

좌동

2 문자열의 길이가 ‘10’보다 작은
문자열 입력

“입력하신 인증코드가 입력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출력 후,
showVerificationCodeMenu()의 초기화면
재출력

좌동

3 문자열의 길이가 ‘10’보다 긴 문자열
입력

“입력하신 인증코드가 입력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출력 후,
showVerificationCodeMenu()의 초기화면
재출력

좌동

4 문자열의 길이가 ‘10’이고, 알파벳
대문자가 포함된 문자열 입력

“입력하신 인증코드가 입력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출력 후,
showVerificationCodeMenu()의 초기화면
재출력

좌동

5 문자열의 길이가 ‘10’이고, 알파벳
소문자만 포함된 문자열 입력

“입력하신 인증코드가 입력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출력 후,
showVerificationCodeMenu()의 초기화면
재출력

좌동

6 문자열의 길이가 ‘10’이고, 한글이
포함된 문자열 입력

“입력하신 인증코드가 입력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출력 후,
showVerificationCodeMenu()의 초기화면
재출력

좌동

7 문자열의 길이가 ‘10’이고, 숫자로만
이루어진 문자열 입력

“입력하신 인증코드가 입력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출력 후,
showVerificationCodeMenu()의 초기화면
재출력

좌동



8 DVM에 저장되어 있는 유효한
인증코드 입력

reVerificationCodeItem()과 getOutDrink()를
실행시켜 입력받은 인증코드에 해당하는
음료*수량이 배출되었음을 출력

좌동

9 DVM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유효하지 않은 인증코드 입력

“유효하지 않은 인증코드입니다.” 출력 후,
showMenu() 실행

좌동

실행결과

Test Numbe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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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se Case : Set DVM information

Test
Number

입력 예상결과 실제결과

1 admin password가 틀린 경우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출력 후 다시 admin password 입력하라고
출력

2 admin password에 0을 입력한 경우 showMenu() 실행

3 admin password가 맞은 경우 showAdminPasswordPage() 실행

4 관리자 모드에서 1, 2, 3가 아닌 다른
것을 입력한 경우

정확한 번호만 입력하세요를 출력한 후
다시 입력 받게 한다.

5 관리자 모드에서 1을 입력한 경우 setDVMInfo() 실행

6 DVM 정보 관리에서 잘못된 id를 DVM id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출력 후 다시



입력한 경우 입력 받게 한다.

7 DVM 정보 관리에서 좌표를 번호가
아닌 것을 입력한 경우

정확한 번호만 입력하세요 출력 후 다시
입력 받게 한다.

8 DVM 정보 관리에서 좌표의 범위가
0~99 사이가 아닐 때

x (y) 좌표의 범위는 0~99입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를 출력 후 다시 입력 받게
한다.

9 DVM 정보 관리에서 좌표를 맞게
입력한 경우

showAdminPasswordPage() 재 실행

10 음료 세팅에서 숫자가 아닌 것을
입력한 경우

정확한 번호만 입력하세요를 출력 후 다시
입력 받게 한다.

11 음료 세팅에서 01~20이 아닌 숫자를
입력한 경우

번호는 01~20만 입력하세요를 출력 후
다시 입력 받게 한다.

12 음료 세팅에서 같은 번호를 또
입력한 경우

같은 음료가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를
출력 후 다시 입력 받게 한다.

13 음료 세팅에서 정확한 범위의
번호를 7개 입력한 경우

showAdminPasswordPage() 재 실행

14 음료 정보 관리에서 숫자 외의 것을
입력한 경우

정확한 번호만 입력하세요를 출력 후 다시
입력 받게 한다.

15 음료 정보 관리에서 7번의 가격,
재고를 입력한 경우

showAdminPasswordPage() 재 실행

실행결과

Test Numbe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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