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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quirement Revision

Stage 2040

R.2.1 Start Timer

- Problem

- Timer가 종료된 시점에서도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 소리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람 표시조차 없다.

- Fixed

- Timer가 종료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변경하고, 알람 표시가 나도록 수정.



1. Requirement Revision

Stage 2040

R.2.1 Start Timer

- Problem

- 시계의 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invalid 한 값이 등장한다. (00 ~ 59가 아닌 74가

나오는 문제 발생.

- Fixed

- 시계 범위에 맞는 값이 나오도록 조정 : 00 ~ 59



2. System Test Response

1. Set time 모드에서 유효한 시간으로 변경 후 오른쪽 위 버튼을 길게 눌러 바꾼

시간을 적용한다.

- Problem

- 시간을 바꿀 수는 있으나 오른쪽 위 버튼을 길게 눌러도 바꾼 시간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Fixed(x) -> 문제없음

Set time에서 조정하고 싶은 시간으로 맞춘 뒤, 저장 버튼을 누른 후 set Time 모드를

종료시켜야 결과가 저장됨. 저장되지 않은 경우, 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처음에 설

정 되어있던 time을 보여주므로 저장 후 mode를 종료시켜야 한다.



2. System Test Response

2. Global Time모드에서 왼쪽 위 버튼을 짧게 눌러 Global Time을 15분 씩 증가시킨다.

- Problem

- 시간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15분 -> 30분 -> 45분’이 아닌 ‘15분 -> 45분 -> 1시

간 30분’으로 증가함. 즉 더해지는 폭이 15분씩 증가함

- Fixed

- modifiedMinute 변수를 통해 분이 단위에 맞게 증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2. System Test Response
7. timer 모드에서 시간을 00:00:00으로 세팅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timer를 실행시킨다.

- Problem

-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음

- Fixed

- 변수 초기값을 제대로 전달하여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수정하였다.

8. stopwatch 모드에서 시간이 00:00:00일 때 리셋 버튼을 눌러 리셋 후, 시작 버튼을 눌러

stopwatch를 실행한다.

- Problem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음.

- Fixed

- resetStopwatch()로 분리하여 리셋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수정하였다.



2. System Test Response

10. 동일한 alarm 2개 이상 중복하여 설정 한 후, 설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alarm이 제대

로 울리는지 확인한다.

- Problem

- 리셋이 되긴 하나 가끔 씩 프로그램이 멈춰버린다. 안정성 문제 발생

- Fixed

- switch문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2. System Test Response
12. alarm을 1개 설정한 후에, timer 모드 화면으로 전환되고 기다렸다가 설정한 시간에 alarm이

제대로 울리는지 확인한다.

- Problem

- alarm이 제 시간에 제대로 울리지 않고, 설정한 시간에서 6초 정도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울림.

- Fixed

- exception in thread "AWT-EventQueue-0" java.lang.NullPointerException 에러 수정 완료

-> 알람 제시간에 울린다.

15. timer를 1개 설정한 후에, time 모드 화면으로 전환되고 기다렸다가 설정한 시간에 timer

alarm이 제대로 울리는지 확인한다.

- Problem

- timer alarm이 설정한 시간이 만료되어도 울리지 않는다.

- Fixed

- 알람 울림 기능 추가.



3. Static Analysis Response

1. bug

- Problem

- Fixed

- thread에게 interrupt를 발생시켜주었다.



3. Static Analysis Response

1. Vulnerability

- Problem

- Fixed

- 수정 완료



4. OOPT Review

- 소프트웨어의 단계적 개발의 중요성

- 반복적인 작업을 통한 객체 지향 의 중요성

- OOAD 방법론을 통한 Stage를 진행하다 실제 코드 구현을 시작할 때 클래스 간의
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쉽게 진행할 수 있었음

- 소프트웨어 검증을 통해 프로젝트의 결함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실감할 수 있었음

- 소모팀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오류 발견에 큰 도움이 됨

- CTIP 환경 구축단계 어려움 -> 소검팀의 빠른 피드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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