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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view



Spec Review: Stage 1000

• Edit 1006 Define Business Use Case



Spec Review: Stage 1000

• Edit 2030, 2040 Use Case 



Implementation



Redmine

Resolved all the issues in Redmine

Bug만 status를 resolved로바꿀수
있었음… (수정은모두완료)



Slack



Bug fix

[#79] Equality tests should not be made with floating point values

→ long/int의 타입을 double로 cast한 후 Math.ceil()에 대입해 해결



Bug fix

[#80] Unused field

→개발 과정에서 생성한 TempSystem을 삭제해 해당 field가 불필요하게 import되지 않도록 수정



Bug fix

[#81] view.UI.systemWatching() uses the nextDouble method of Random to generate a random integer; 

using nextInt is more efficient

→정수 난수 생성 시 nextDouble method을 사용했던 것을 new Random().nextInt(2)로 바꾸어 비효율성 개선



Bug fix

[#83] Either re-interrupt this method or rethrow the "InterruptedException"

→현재 동작하는 스레드에서 Thread.currentThread().interrupt();를 통해 InterruptedException에 해당하는
에러에 interrupt를 걸어 에러를 재발생시키거나 던지지 않도록 수정



Bug fix

[#84] Use “Thread.currentThread().getContextClassLoader()" instead

→이미 불러오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getClass().getClassLoader() 를
Thread.currentThread().getContextClassLoader()로 바꾸어 현재 돌고 있는 thread의 class임을 명시



Test

[#31] 시간이 흘러갈 때 Overflow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 Use Case 2. Set time에서 세팅하려는 시각(시간이 흐르거나, B/D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보여지는 날짜
및 시각)이 210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0ms보다 미래이거나, 2000년 1월 1일 0시 0분 0ms보다 과거일
경우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
Use Case 1. Display time에서 시간이 흐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Test

[#32] [Alarm] 설정한 시간에 buzz하는지 확인한다.

→활성화된 알람 중 하나의 알람이라도 울릴 시각이 되면 5초간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



Test

[#43] [Sleeping] 최적 수면 시간에 Cheering Message가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 Use Case 24. Buzz cheering message 에서 최적 수면 시각으로부터 30초 후가 되었을 때 알람이 한 번
울리도록 수정
→ Use Case 25. Show cheering message 에서 최적 수면 시각으로부터 30초가 되었을 때 Cheering 

message를 화면에 보이도록 수정
→해당 위치에 선택자가 띄워지는 현상 해결



Test

[#76] [SetTime] SetTime에서 5분이 지나가면 display time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한다.

[#77] [SetTimer] SetTimer에서 5분이 지나가면 display timer로 돌아가는지 확인한다.

[#78] [SetAlarm] SetAlarm에서 5분이 지나가면 display alarm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한다.

→ Back to base 관련 코드 수정



Feature

[#36] [Alarm] spec에 맞게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

→ HTML 코드로 알람이 울리는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JAR 빌드 중 resource를 제대로 불러오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

→ Alarm을 on 화면 오른쪽 하단이 ON 표시로 변하도록 수정



Feature

[#39] [Sleeping] spec에 맞게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

→문서에서 목표 수면시간을 고정한 채로 최대 수면 시간을 변경했을 때, display SleepingTime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경우 명시

→화면의 오른쪽 하단의 OFF 제거



Vulnerability

[#85] Returning 'alarmingDay' may expose an internal array.

→ Arrays.copyOf()를 사용해 해결



Vulnerability

[#85] Returning 'alarmingDay' may expose an internal array.

[#86] Returning 'functions' may expose an internal array.

[#87] The user-supplied array 'alarmingDay' is stored directly.

→ Arrays.copyOf()를 사용해 해결



Vulnerability

[#88] Explicitly declare the visibility for

→지적받은 field들에 다 private 추가



Vulnerability

[#89] Use a logger to log this exception

→ Buzzer.java에서 스레드 관련 exception이 날 때마다 log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함



CodeSmell

[#90] Remove this throws clause.

→ Exception을 throw할 때 log 메시지를 출력



CodeSmell

[#91] "icons" is the name of a field in "Window“

→ field name 변경



소감



소감



소감



소감

: 시계가 잘 돌아가서 뿌듯하고 같은 조원들로부터 많이 배웠다. CTIP 환경도 사용하고, 조원들과
밤새 코딩하는 등 이전에 해 보지 못했던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다.

: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부족한 점, 스스로 보완해야 할 점들도 알게 되었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역시 프로젝트를 해 봐야 실력이 느는 것 같다.

: 개발 방법론에 대해 조금이나마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원들과 함께 밤도 새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다시 다른 팀플로 만나게 된다면 그 때도 같이 열심히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을 배우며 프로젝트의 설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 주어서 기분좋게 끝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