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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

System Testing Refine



Ref.# Test case ID Test Scenario

R 1.1 T.timekeeping.2 2100 이상으로 증가함.

1970 밑으로 내려감.

INPUT : year 2100이상에서 B

INPUT : year 1970 month 1 day 1에서 day에 커서를 둔 후 D

R 2.1 T.stopwatch.4 59분 59초 99 이상으로 증가

INPUT : B -> 1시간 대기



R 4.3 T.timer.5 타이머 일시정지상태에서 모드 변환이 되지 않음

INPUT : AA -> B -> AA -> B -> B -> C
R 4.2 T.timer.7

R 6.2 T.brightness.2 종료 후 B버튼에 반응함

INPUT : D -> B -> B -> D -> B

R 1.3.2 T.buzzer.2 다른 버튼이 원래의 기능대로 동작한다.

INPUT : 알람이 울리는 중 C





stopwatchTime.getM_second

를 확인하는조건을 if문에서
제거







Activity :

Refine Static Analysis



1. FindBugs

DWS 사용할메소드 추가



1. FindBugs

static 변수에서 static 삭제



2. PMD

삭제완료



2. PMD



Activity :

Refine Unit Testing



2. Stopwatch Mode1. Timekeeping Mode



3. Timer Mode 4. Alarm Mode



5. WorldTime Mode 6. Brightcontrol Mode



7. Software Select Mode 8. Ring test



Activity : 소감



김선우 : 주먹구구식으로 구현하던 때와 다르게 분석과 설계를 체계적으로하고 나니 구현하기 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구현, document, 

presentation를제작해보면서 개발자로 일하는 과정을 미리 경험해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팀내 뿐만 아니라 SQA와도 충분히 communication하고, 회의 시간을조율

하고 정하는 것이쉽지 않았지만, 이 수업이 아니었다면 대학생때 경험하지 못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김용현 : SQA와 협력을통해 모델링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할때 SQA의 꼼꼼한 덕분에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있어 좋았고 팀원들과 분업을 통해 코드를작성

하고 연결하는 것이편리해서 좋았으며, 자동으로 코드를 검사하고 버그를잡아주는 CTIP환경을 처음 접했는데 신선한경험을 해서 좋았습니다.

김도연 : 분석, 설계 및 구현 순으로 진행하는것과그 과정안에서 팀원들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SQA와의 협력을 통해 저희 팀이미처 발견하지 못

한 것과 구현이미흡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할 수있어 좋았고 새로운 tool들을경험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3rd iteration을마치고 보니 저희 팀원들과

SQA 팀은 혼자서 수행하고 끝내는게 아닌소통하고 협력하여 하나의 목표를 이뤄내는 관계임을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다혜 :  단계적 개발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과팀원들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새로운도구들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빡빡한

스케줄 내에서 개발하려니체력적으로도 매우 지치고, 시간에 쫓긴 것같아 아쉬웠지만, 좋은 학우분들과 함께여서많은 것들을 배웠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