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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이슈들

리포트된 이슈 없음



메인 이슈들

문제 해결

설명 추가

오타 수정

추가 소명



Coverage 분석

낮은 Coverage의 원인

- 내부 로직이었던 getCurrentEvent의 코드 수가 많았지만 테스트에서 호출하지 않았다.

- 코드의 대부분이었던 UI 출력부분인 processOnScreen이 테스트에서 호출되지 않았다



Coverage 분석

해결 방법

- state변화에 따라 각 버튼 별 호출 내용을 테스트하였다.

- getTopText(), getBottomText()를 만들어서, GUI에 출력된 텍스트를 불러와 테스트하였다

- 더 많은 케이스를 상세하게 추가하였다.



SonarQube

Issues Duplication Coverage



소감 (SQA)

• 궁금증에 대해서 SQA들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 SQA 분들이 소통이 원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주고, 초반에 CTIP환경 설명서도

명확히 잘 적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좋았다.

• 아무래도 슬랙이나 디스코드가 평소에 사용하는 메신저가 아니다보니, 답변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봇을 이용한 리포트(젠킨스, 깃허브 등)는 슬랙이나 디스코드로 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카톡을 이용했으면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었을 것 같다.

• SQA와의 소통환경이 잘 되어있어서 좋았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소감 (팀원)

• 오프라인 회의를 몇 번 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팀

원들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프로젝트 진행이 원활

했습니다.

• 소통이 원활이 잘 되어서 힘들었던 과제지만 좀 덜한 것 같다.

• 회의에서 하나하나 논의하며 작업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의 전에 파트를 각자 작업한 다음, 검토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자 속도도 빠르고 진행도

명확해졌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인 것 같다.

• 오프라인 회의를 몇 번 했었는데 온라인 상에서 회의할 때보다 훨씬 의사소통이 잘 되었고 파

트를 잘 분배해서 작업하니 속도도 빠르고 좋았습니다.



소감 (CTIP)

•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효

율적인 환경 셋팅이 개발에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 설명서가 명확히 적히지 않았더라면 정말 있어도 잘 활용하지 못했을 것 같다. 하지만 잘 구축

되어 있어서 팀원과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었다.

• 젠킨스를 이전에 사용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봇 모듈을 붙이는 걸 보니 신기했다.

• 이슈들이 설명과 함께 잘 정리되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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