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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8036 곡짂화

Requirement Engineer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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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needs

 S/W 개발의 목적과 목표

구현되어야 할 필수사항

요구사항(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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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발 과정

프로세스 정의

요구사항 정의

논리 / 물리
데이터 모델링

분석/ 설계
모델링

테스트 설계

구현
(개발, 코딩)

컷오버/운영

테스트

프로젝트 관리

형상 관리

품질 관리

요구사항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

유즈케이스
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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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요구사항의 획득 · 분석 · 명세 · 검증 및 변경 관리 등에 대한
제반 활동과 원칙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접근하여
일관성 있는 요구사항 생성 및 관리를 위해
체계적 · 반복적으로 수행

요구사항 관리에 포함되는 모듞 생명주기(SDLC)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포함

시스템 요구사항 문서를 생성 · 검증 ·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구조화된 활동의 집합

요구사항 명세를 최종 산출물로 생성

요구 공학(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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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해관계자 사이에 효과적인 통싞수단을 제공 및
요구사항에 대한 공통 이해 설정

요구사항 손실 방지 및 에러 감지로 불필요한 비용 젃감

구조화된 요구사항으로 요구사항 변경 추적을 가능하게 함

CMM level 2 달성 또는 business 수행 방법 개선
 CMM :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업무 능력 및 성숙도 평가 기준

PM에 필수적 : 프로젝트 비용 초과와 기갂 지연 방지

요구 공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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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eature
요구 사항들을 기록하고 이들을 JUnit Testcase와 매치
요구 사항 검사 프로세스를 단숚화

 Jrequiste
요구사항 관리의 시각화를 위해 숚서도를 제공하는 도구
GUI 방식을 통해 숚서도를 작성 가능
쉬운 흐름 파악

 OSRMT
요구사항 상세 기술(유즈케이스 / 시스템 / 테스트 관점 등)
요구사항 추적 관리

 Requirement Heap
웹을 기반으로 하는 요구사항 관리
버젂 기능을 제공 / 사용자 권한 부여 가능

 TRUC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의 관리를 위한 웹 기반 도구

요구 공학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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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lipse에서 손쉽게 작동 가능

요구사항 작성 가능

 JUnit의 Testcase와 요구사항을 연결(Mapping)

구현 여부(요구사항 만족)를 Report로 확인 가능

무료 소프트웨어
유료 버젂도 졲재

 JUnit Testcase외의 다른 Plug-in과는 연동되지 않음

JFeature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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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요구사항을 직접 입력할 수 있음 (JRQ 파일)
CSV나 XML파일로 저장된 요구사항을 불러올 수 있음
JFeature로 정의된 요구사항을 CSV나 XML로 저장 가능

 Requirement Coverage Report
Coverage 형태로 쉽게 확인
Report 젂체를 세 부분으로 구별하여 가독성 향상
 Category 별 분류
 요구사항 별 분류
 Report 결과

JFeature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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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technobuff.net 에서 다운로드
Eclipse의 Plugins 디렉터리에 압축 해제

JFeature 설치

http://www.technobuf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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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new>other>JFeature

JFeature 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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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eature 파일

JFeature 구성(1/2)

항목 설명

Requirement ID 식별 번호

Category 상위 분류

Sub Category 하위 분류

Title 명칭

Target release 타겟 배포 버전

Priority 구현 우선 순위

Must Have 필수 여부

Test methods
연관된

테스트 케이스

Dependencies
연관된

다른 요구사항

Description 상세한 설명

Notes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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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eature 툴 바

요구사항 추가 / 삭제

요구사항 복사 / 붙여넣기 / 잘라내기

요구사항 상/하 이동

Round Trip Engineering 
: JFeature 파일(jrq)와 외부 파일(csv, xml)과의 동기화

JFeature 구성(2/2)



13

요구사항 직접 작성

JFeature 툴 바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항목 입력
CSV로 Export 시 일반적으로 ‘,’ 를 구분자로 이용하므로
작성시 ‘,’ 를 사용하지 않음(다른 구분자 이용 가능)

JFeatur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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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rt (1/3)
JFeature 파일을 CSV, XML로 저장
JRQ 파일>Export

JFeatur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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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rt (2/3)

JFeature 기능

CSV 파일

저장할 경로 및 파일명

구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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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rt (3/3)

JFeature 기능

XML 파일

UTF-8 인코딩 :
한글 작성에 부적젃

CSV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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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 (1/3)
CSV, XML파일에서 JFeature 파일 생성
File>Import

JFeatur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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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 (2/3)
Import CSV 파일

JFeature 기능

JFeature 파일의 필드와
CSV 파일의 필드 갂의 매치

저장할 경로 및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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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 (3/3)

Import 하지 않고 JFeature 파일을 생성하여도 테스트 가능

하지만 일반적인 파일 형태(CVS, XML)로 배포하는 경우
변경된 요구사항을 위해 매번 Export 해야 하므로
Round Trip Engineering 기능으로 동기화하여
기졲 Import 했던 파일에 바로 적용 가능

JFeatur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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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Trip Engineering
Import 파일만 가능

JFeature 기능

 External 요구사항 → JFeature 요구사항
 JFeature 요구사항 → External 요구사항

 요구사항 ID로 구분
 요구사항 Title로 구분

 일치하지 않는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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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ment Coverage Report
Window>Show View>Other
JFeature 선택

JFeature Report



22

프로젝트 연결
Project>properties
JFeature>Associate Requirements file>파일 선택

JFeatur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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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 Testcase 연결

JFeature Report

Class & Method Filter

연결시킬 테스트케이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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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JUnit Test 실행

JFeatur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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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분석

JFeature Report

Category 별 분류

요구사항 별 분류

젂체 Coverage

빨갂색 : 요구사항 불만족, Testcase Fail
노란색 : 요구사항 – Testcase이 mapping되지 않음
초록색 : 요구사항 만족, Testcase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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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분석

JFeature Report

Category 별 분류

요구사항 별 분류

해당 요구사항과 매핑된 메소드 확인 가능

Sub Category / Title 로 매핑된 메소드 확인 가능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