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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UI Arrangement

1. GUI 변경사항

OOPT Stage 2040 - Design 단계에서 설계했던 것과 유사하도록 GUI

의 위치와 크기 등을 조정함 

- Font 크기(시간 부분은 크게, 나머지는 비교적 작게)와 위치 조정

- 테스팅 편의를 위한 현재 기능 Name Tag 위치를 시계 내부에서 

 화면 밖(10시 방향)으로 이동

- Alarm Indicator 위치를 중앙으로 이동, Alarm 기능이 켜져 있으면서

 Alarm List가 비어있지 않은 상태일 때만 표시되도록 수정

 아이콘 변경(사각형에서 종 모양으로)

<기존>                           <변경>

   



2. Static Analysis Feedback

1. FindBugs

Major 이상에 대해 처리할 것



1) Unread field: Alarm.funcNum

<수정>

Alarm Class에서 funcNum이 사용하지 않는 변수이므로 삭제

2 & 3) Unused field: Buzzer.duration & Unused field: Buzzer.interval

<수정>

Buzzer Class에서 interval과 duration이 사용되지 않는 변수이므로 삭

제



4) Unread field: AlarmList.manageSnooze

<수정>

AlarmList Class에서 snooze(), manageSnooze() 메소드가 구현 시도 

중 취소되었는데 제거하지 않고 두었던 것을 삭제



5) Uninitialized read of view in new Timer(View, Buzzer)

<수정>

view를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new TimerData의 인수로 집어넣어서 

발생했으므로 초기화 이후에 집어넣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



6) The class name rngUI doesn't start with an upper case letter

<수정>

구현 시 임시로 만들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던 rngUI Class 제거



2. PMD

Critical만 수정할 것



All #) Avoid empty catch blocks

<수정>

Exception의 catch block 내부가 비어있던 것을 채워 넣음



3. CheckStyle

Blocker 전체와 Critical에서 중요해 보이는 것 처리



1) Add or update the header of this file.

/*Each source file should start with a header stating file ownership 

and the license which must be used to distribute the application.

This rule must be fed with the header text that is expected at the 

beginning of every file.*/

<수정>

파일이 꼭 header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동사항 없음



2) Add an end condition to this loop.

<수정>

TimeData는 현재 시간을 관리하는 클래스로 run() 메소드는 프로그램

(시계)이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break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변동사항 없음

3) Add a default case to this switch.

<수정>

모든 Case문에 default 옵션을 추가해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