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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PMD

여러 Exception을처리해야함으로그대로진행

수업시간논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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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PMD

클래스변수에값을저장하여, 사용되지않은변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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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METRICS

구분자를기준하고 Parsing해야하고
결과를파일로만들어야하므로수정불가



6

FEEDBACK
FINDBUGS

< SERVER >

불필요한자기비교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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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FINDBUGS

< SERVER >

Server가제3의 Client를기다려야함으로수정불가

클래스변수에값을저장하여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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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OOPT

Class Diagram-코드의 1:1 Mapping 으로인해융통성이떨어짐.


 네트워크를사용하여코드와문서양이 130장이될만큼많았기에작성/수정이부담되었음.

 일부를수정할때에도단계적으로많은문서를수정해야하는부담과비효율성.

 큰규모의프로젝트일경우, 혼선을줄이고명확하게설계및구현이가능

 설계를통해고객의현재요구사항뿐만아니라미래의요구사항도지속적으로충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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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JUNIT

 간단한메소드들을테스트하는상황에서포맷을제공하는좋은방법.

 테스트를여러번사용하는상황에서좋은방법.

 팀프로젝트에서는리스트안에리스트가계속중첩된형식이었고,
이를테스트하는환경을직접구성하고만들기가어려웠고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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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Static Analysis

Check Style Testing에서사전에팀간에규약을공유하지않은상태에서
발생한오류들은불가피하다고생각.



 잠재적인에러를잡아주어안정적프로그램을생성하는데에도움.

 사소한에러를잡아주어안정성있고일관성있는프로그램제작에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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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기타

실제구현단계에서더효율적인방법이보이기마련이며,
한부분을수정하기위한 Cost가많이들기에보다유동성있는방법론이나오면좋겠다고생각함.



소프트웨어설계가중요하고, 구현만큼이나손이많이가는작업임을알게되었고,
더많은경험이더좋은설계를만들수있다는것을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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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Algorithm

1. : 을기준으로 Category를 분리한다.

2. . 을기준으로 Choice를분리한다.

3. [] 을 기준으로 property를 분리한다.

4. Error나 Single은 List에추가하지 않는다.

표시:
캐빈 무게. [property WEI]
운행 속도. [single]
대기 인원.

장애 조작:
화재. [property OBSFR]
지진. [property OBSEQ]
추락. [property OBSCR]

시뮬레이션:
시작. [error]
정지. [error]

캐빈 정원:
>=0 인 정수.
그 외. [error]

캐빈 한계 무게:
<=0 현재 총 무게. [property WEIBELW] [if WEI]
> 현재 총 무게. [property WEIOVER] [if WEI]

화재 대응:
인명피해 발생. [if OBSFR]
캐빈 우선동작. [if OBSFR]
화재 진압. [if OBSFR]

지진 대응:
1층 인명피해 발생. [if OBSEQ]
캐빈 우선동작. [if OBSEQ]

추락 대응:
1층 인명피해 발생. [if OBSCR]  [if WEIOVER]
캐빈 우선동작. [if OBSCR]  [if WEI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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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표시:

캐빈 무게. [property WEI]
대기 인원.

장애 조작:
화재. [property OBSFR]
지진. [property OBSEQ]
추락. [property OBSCR]

시뮬레이션:
Nothing.

캐빈 정원:
>=0 인 정수.

캐빈 한계 무게:
<=0 현재 총 무게. [property WEIBELW] [if WEI]
> 현재 총 무게. [property WEIOVER] [if WEI]
Nothing. [WEIBELW WEIOVER]

화재 대응:
인명피해 발생. [if OBSFR]
캐빈 우선동작. [if OBSFR]
화재 진압. [if OBSFR]
Nothing. [OBSFR]

지진 대응:
1층 인명피해 발생. [if OBSEQ]
캐빈 우선동작. [if OBSEQ]
Nothing. [OBSEQ]

추락 대응:
1층 인명피해 발생. [if OBSCR]  [if WEIOVER]
캐빈 우선동작. [if OBSCR]  [if WEIOVER]
Nothing. [OBSCR WEIOVER]

Algorithm

5. 아무것도존재하지않는 Category나 If만
존재하는 Category의 경우에는 임의로
Nothing Choice를추가하여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다.
(여기서 If의경우 property가 지닌 값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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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표시:

캐빈 무게. [property WEI]
대기 인원.

장애 조작:
화재. [property OBSFR]
지진. [property OBSEQ]
추락. [property OBSCR]

시뮬레이션:
Nothing.

캐빈 정원:
>=0 인 정수.

캐빈 한계 무게:
<=0 현재 총 무게. [property WEIBELW] [if WEI]
> 현재 총 무게. [property WEIOVER] [if WEI]
Nothing. [WEIBELW WEIOVER]

화재 대응:
인명피해 발생. [if OBSFR]
캐빈 우선동작. [if OBSFR]
화재 진압. [if OBSFR]
Nothing. [OBSFR]

지진 대응:
1층 인명피해 발생. [if OBSEQ]
캐빈 우선동작. [if OBSEQ]
Nothing. [OBSEQ]

추락 대응:
1층 인명피해 발생. [if OBSCR]  [if WEIOVER]
캐빈 우선동작. [if OBSCR]  [if WEIOVER]
Nothing. [OBSCR WEIOVER]

Algorithm

6. 전체 Case에서 If가존재하는데 Property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경우는 제외한다.

ex) 아래와 같은 경우는불가

• 대기인원
• 화재 [property OBSFR]
• <=0 현재 총무게 [property WEIBELW] [if 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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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표시:

캐빈 무게. [property WEI]
대기 인원.

장애 조작:
화재. [property OBSFR]
지진. [property OBSEQ]
추락. [property OBSCR]

시뮬레이션:
Nothing.

캐빈 정원:
>=0 인 정수.

캐빈 한계 무게:
<=0 현재 총 무게. [property WEIBELW] [if WEI]
> 현재 총 무게. [property WEIOVER] [if WEI]
Nothing. [WEIBELW WEIOVER]

화재 대응:
인명피해 발생. [if OBSFR]
캐빈 우선동작. [if OBSFR]
화재 진압. [if OBSFR]
Nothing. [OBSFR]

지진 대응:
1층 인명피해 발생. [if OBSEQ]
캐빈 우선동작. [if OBSEQ]
Nothing. [OBSEQ]

추락 대응:
1층 인명피해 발생. [if OBSCR]  [if WEIOVER]
캐빈 우선동작. [if OBSCR]  [if WEIOVER]
Nothing. [OBSCR WEIOVER]

Algorithm

7. Nothing에 Property값을 추가한 이유는현재 경우에 추가된
Property List를무조건선택해야 하는경우를제외해 주기위해서이다.

ex) 아래와같은경우는불가

• 캐빈 무게[property WEI]
• 화재 [property OBSFR]
• <=0 현재 총무게 [property WEIBELW [if WEI]
• Nothing [OB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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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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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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