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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ystem Testing  (Category-Partition Testing) 

수정완료

수정완료



02 System Testing (Pairwise Testing Report)

타이머실행문제해결



02 System Testing (Brute Force Testing)

문제반영및구현완료

반영하지않음

문제반영및구현완료



03 Static Analysis



03 Static Analysis

Literal의 재사용

복잡한 메소드

1.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

2. 잘못된 Thread의 이용

multiple Lock

wait/notify의 사용



03 Static Analysis - Bug

EX) Alarm Class 수정

불필요한 field 존재

해당 field 삭제



03 Static Analysis - Critical

EX) View Class

중복되는 literal 사용

추가적인 final field사용하지 않음

반영하지 않았다



03 Static Analysis - Critical

EX) View Class

else문 존재하지 않음

모든 class에 else문을 추가해주었다.



03 Static Analysis - Blocker

Test Code

대부분의 Test Code에 Assert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낮은 Code Coverage Percentage

Code Smell의 모든 Blocker내용이 assert문의 부재에
관한 내용이였음.



03 Static Analysis - Blocker

EX) AlarmTestClass 수정

수정전

수정후

Assert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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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

지난 3개월 동안 설계, 구현, 통합테스트, 검증 단계를 거치며 소프
트웨어 공학에서 중요한 것은 구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
며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습니다.

OOAD 방식으로 Digital Watch를 완성하면서, 객체지향으로
Analysis하고 Design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

았습니다. 

요구사항분석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회의를 할 때 혼동
이 적었고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OOPT단계에서 interaction다이어그램을 통해 클래스들 간의 상
호작용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static analysis를 통

하여 코드의 안정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구현 이외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 정말 유익했고 스스로 부족
함을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초반부터 의사소통을 위해 trello
를 사용했는데 편안함을 느껴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도구도 알게
되었고, 소검팀과 slack과 trello를 통해 소통하며 초반에는 툴을
사용하는 데에 서툴렀으나 static anlaysis를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을 받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04 Review
(To. 유준범교수님께)
“소프트웨어모델링과분석”정말좋은수업이었습니다!!!!!!
OOAD의개념을앞으로평생간직할수있을것같습니다!!!!!
UP 방식의 incremental하고, interative하면서, c lient centric하는동시에, architecture centric한개발방식은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정말잊지못할뜻깊은수업이었습니다!!!!!

(To. 정세진조교님께)
항상많은질문에도하나하나정성스럽게답변해주신조교님!!!! 
정말정말감사드립니다!!!!!
조교님이없었다면, 저희조는 Stage 2040에서이험난한여정을포기했겠지요….!!!

(To. 4학년소검팀분들께)
못난저희 6조를끝까지포기하지않아주셔서감사합니다!!!!!
항상예정된시간보다늦게제출하고, 제출한코드도오류천지라서정말죄송했습니다 !!!!!
하나부터열까지많은부분을가르쳐주셔서정말감사했습니다

(To. 팀원들에게)
특히이번팀프로젝트는정말.. 정말.. 평생기억에남을것같습니다!!!!!
우리 6조팀원들만나서반가웠고, 다시는만나지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