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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추가된 기능

테스트 생성할 때 테스트 함수 이름 제한 설정 추가
프로젝트

생성

경로의

.csdata

디렉터리

하위의

ut.ini파일에서

TEST_FUNCTION_NAME_LENGTH 필드의 값을 변경하여 테스트 생성
시 테스트 함수 이름의 최대 길이를 설정 할 수 있음. (기본값은 50)
커버리지 전역 설정 옵션 추가
분기 및 MC/DC 커버리지 측정 대상 연산자 옵션에 ‘컴파일 시 상수로 계
산되는 수식’ 추가
신규 툴체인 지원
‘GreenHills ARM Cortex 용 MULTI
테스트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 변경
동일한 이름의 테스트 데이터 파일이 존재할 경우 덮어쓰기 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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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버그 수정

1. 테스트 에디터 창의 테스트 정보 탭에서 전역 변수 선택 창의 성
능 개선
2. 스텁 뷰에서 스텁 필터링 할 경우 편집된 정보가 있으면 저장 할
것인지 물어보도록 수정
3. 통합테스트 뷰에서 전체 선택후 delete키로 삭제할 경우 통합테
스트도 삭제 되도록 수정
4. 스텁 뷰에서 delete키로 스텁 삭제 가능하도록 수정
5. 통합테스트 뷰에서 유닛테스트의 순서 변경시 up, down 버튼을
통해서 변경 가능 하도록 수정
6. 커버리지 데이터 동기화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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