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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Demonstration

https://youtu.be/I_79DKD5y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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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efine Business Use Case & Diagram

Actor Use cases

User

Select mode

Select item

Normal payment

Prepayment

Read Prepayment authentication code

Manager

Set up

Read Manager authentication code

Manage stock

Other VM
msg Request

msg Return

User : 자판기를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actor

Manager : 자판기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actor

Other VM : 시스템과 상호작용 하는 다른 자판기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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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efine Dom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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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efine Dom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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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ancel

01. SetUp 02. Select Item

04 Define System Sequence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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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ancel

03. NormalPayment 04. PrePayment

04 Define System Sequence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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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heck Item Stock 06. Read prepayment authentication code

04 Define System Sequence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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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Guide other machine 08. Message request and return

04 Define System Sequence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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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Design Cl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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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System Testing
Num Ref. # Use Case Title Description Pass

1 R 1.1 Select mode 메뉴 선택 시험

자판기 시스템의 3가지 모드 실행 test

1. 음료수 선택 시 음료수 선택 화면 이동

2. 선결제 선택 시 선결제 코드 입력 화면 이동

3. 매니저 선택 시 매니저 코드 입력 화면 이동

O

2 R 1.2 Set up 자판기 설정 시험

1. 자판기 초기 설정 시

각 설정 값이 제대로 설정되는지 확인

2. IP, 좌표 설정 시 각 설정 값이 제대로

설정되는지 확인

O

3 R 1.3 Select item 음료 선택 시험
음료선택 화면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음료코드와

개수만큼 주문되는지 확인
O

4 R 1.3 Select item 음료 선택 예외 처리 시험
음료코드나 개수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되는 지 확인
O

5 R 4.2 Check item stock 재고 확인 시험
음료 주문 시 해당 음료의 재고와 코드를 입력 받은

대로 확인하는 지 확인
O

6 R 2.1 msg Request 메시지 요청 시험

메시지를 보내는 4가지 경우(StockCheckRequest, 

StockCheckResponse, PrePaymentCheck, 

SalesCheckResponse)에 대한 전송 여부 확인

O

7 R 2.1 msg Request 재고 확인 응답 처리 시험
StockCheckResPonse 응답 메시지를 받은 후

findNearVM 진행되는지 확인
O

8 R 2.2 msg Return 재고 확인 응답 시험

SaleCheckRequest 요청을 받은 후

checkItemStock과 StockCheckResponse가

순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

O

9 R 2.3 Find near VM 최단거리 자판기 탐색 시험
입력 받은 자판기들 중

최단거리의 자판기 선택 후 반환 및 안내 확인
O



12

06 System Testing
Num Ref. # Use Case Title Description Pass

10 R 3.1 Normal payment 일반 결제 시험 재고가 존재할 경우 진행되는지 확인 O

11 R 3.1 Normal payment 일반 결제 예외 처리 시험 결제 도중 취소 요청이 가능하지 확인 O

12 R 3.2 Prepayment 선결제 시험 Find near Vm 실행 후 선결제가 진행되는지 확인 O

13 R 3.2 Prepayment 선결제 예외 처리 시험
1. 결제 중 재고가 부족해 취소되는지 확인

2. 결제 중 사용자의 취소 요청 가능한지 확인
O

14 R 3.3 Get card 카드 요청 시험 카드 요청 화면이 출력되는지 확인 O

15 R 3.4 Check card validation 카드 유효성 검사 시험 카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재 요청하는지 확인 O

16 R 3.5 Check card balance 카드 결제 시험
1. 결제 중 카드 잔고 확인하는지 확인

2. 결제 후 성공 화면 출력 확인
O

17 R 3.6 Create authentication code 인증 코드 생성 시험 생성한 문자열이 10자리 영문자+숫자인지 확인 O

18 R 3.7
Show authentication 

Code
인증 코드 출력 시험 화면을 통해 인증코드를 출력하는 지 확인 O

19 R 3.9
Check authentication

code
인증 코드 확인 시험

사용자가 인증코드 입력 시

인증코드 존재 여부 및 반환 결과 확인
O

20 R 3.10 Delete authentication code 인증 코드 삭제 시험 사용된 인증코드가 삭제되는 지 확인 O

21 R 4.1 Update item stock 자판기 재고 최신화 시험 음료수 구매 이후 자판기 재고 업데이트 여부 확인 O

22 R 5.1 Manager Access 관리자 모드 전환 시험
1. 인증코드 불일치 시 재 요청 하는지 확인

2. 인증 후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는지 확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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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Design Pattern – Template Method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이
전부 하나로 합쳐져 있어 호출시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헷갈린다.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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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Design Pattern – Template Method
After 1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구체화하는
하위 클래스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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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Design Pattern – Template Method
After 2

장점: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Message 클래스를 상속받아 사용하여
코드 내 가독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메세지들의 추가가 용이해졌다.

단점:
클래스 수가 증가해 클래스 관리가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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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Design Pattern – Observer
Before

매니저 모드에 진입 시
Other VM에 대한 선결제가 완료된 경우, 
매니저가 재고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 옵저버 패턴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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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Design Pattern – Observer
After 1

장점:
재고 변경에 대한 알림을 통해 매니저의 재고 관리
가 용이하다.

다양한 옵저버 객체를 생성하여 다른 데이터에 대
한 감시 또한 가능하다.

단점:
옵저버가 많아질수록 프로그램 내에서 객체 간의
접근, 연산이 증가하여 전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18

08 Clean Code - 미사용변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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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Clean Code –변수명변경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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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Clean Code –변수명변경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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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Clean Code –함수효율화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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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Clean Code –클래스명일관화

클래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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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OOAD 개발방법론(UP) 느낀 점
Category Description

장점

- 개발에이정표가있어불필요한시간낭비가없었다.

- 정해진틀을통해 팀원과공유하고의논해의사소통과상황공유가원활하다.

- 여러차례 반복하여개발의모호성이줄어들고목표가구체화되었다.

단점

- 사소한기능변화에도모든문서를변경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 디자인및 문서화하는시간이오래걸린다.

- 이전단계에대한 이해가없으면다음단계의작성에어려움이있어분업이불가능하다.

개선할 점
- 문서작업을간편화할 필요가있다.

- 문서작성을전담할인원과개발 및구현할인원을분리하여인력과시간을효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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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raceability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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