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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전체CTIP 환경사용소감

Server (AWS EC2)

Unit Test

Build CI Server

Build

Bug Tracking 
Requirement Management 

Team Communication

Static Analysis

Test Cas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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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TIP환경

Redmine을 이용한 프로젝트 및 이슈 관리

일감 등록을 이용한 이슈 관리

문서 탭을 이용한 Document 관리

Sonarqube를 이용한 Static analysis 및 Test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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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체CTIP 환경사용소감

1. 오픈 소스들을 서로 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 잘 붙지 않는 면이 있어 힘든 부분이 많았다.

2. 팀원들과 동일한 CTIP 환경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다른 서버에서 잘 붙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
른 팀원의 도구를 통해 완성할 수 있었는 장점이 있어 좋았다.

3. 무조건 잘 알려져 있는 도구를 쓰기 보다는 좀 더 쓰기 간편한 오픈 소스를 쓰는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드마인 → GITHUB 프로젝트)

4. 빌드 결과 및 시스템 분석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관리하기 좋았지만 CTIP 환경에 대해 경험
이 부족해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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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별SQA 활동소감

Overall - 김용현

- 매뉴얼을 토대로 테스팅을 진행했는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잘 이해해

테스팅을 진행할 수 있었다.

- 테스팅을 진행하면서 개발문서에 대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개발 문서가 미흡한 점이 많고 다른 버전들과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면 테스팅을 진행하기에 힘들었으며 개발 문서에 미흡한 부분을 임의로 생각해 진행하여도 개발

팀의 의도와 다르게 테스팅이 되면 재 테스팅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

- 검증 수업을 처음 접하면서 이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힘겨움이 있었지만 테스팅을 통해 개발팀의 산출물이 나

아지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고 검증을 진행하면서 개발하는데 지양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었기 때문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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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A3

2. 팀별SQA 활동소감 ( A3 )

Team A3 - 민지호

- 문서를 바탕으로 리뷰를 진행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개발팀이 쓴 문서를 해석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버거웠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수업 때마다 써왔던 문서나 피피티들이

우리 팀이 보기엔 쉬워도 남들이 보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

또 객체지향개발방법론 수업과 같이 병행하여 들으면서, 우리 팀을 맡은 SQA분의 입장도 공감이 되었다.

- 테스팅을 진행하면서 UI나 메뉴얼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메뉴얼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테스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한 UI를 설계하거나,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쉬운 메뉴얼이

꼭 있어야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 내가 보기에는 버그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개발팀이 생각했을 땐 원래의 기획 의도였던 이슈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슈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화를 더 중요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팀 또는

테스팅팀쪽에서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꼭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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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A5 – 김선우

2. 팀별SQA 활동소감 ( A5 )

Slack을 이용한 개발팀과의 Communication

개발팀과의 연계 소감:
- 가장 먼저, 개발팀과 소통이 잘되서 좋았다. Testing을 위한 매

뉴얼과 문서 정리를 잘해준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 System Testing을 진행하면서 Spec Review가 제대로 되지 않
은 항목들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Spec Reivew의 중요성을 느
꼈다. 

- 테스팅 관련 수업을 처음 접하는 만큼 이론
강의를 이해하는것도, 실습에서도 쉽지 않
은 부분이 많았다. 실습이 끝나고 전체적으
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론 강의에
서 들었던 내용들과 매칭되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다.

- 객체지향개발방법론과 함께 수강하면서
SQA의 입장에서 개발팀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

- 팀플이 타이트하게 진행되서 정신없었지만
배워가는게 정말 많은 시간이었다.

- 3번의 iteration이었지만, 피드백을 통해 결
과물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매 iteration마다 뿌듯함이 느껴졌는데 개
발팀도 힘들었겠지만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다. 7



Team B2 - 전다윤

2. 팀별SQA 활동소감 ( B2 )

- 문서들을 모두 읽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문서들을 모두 연결해서 분석하여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특히 검증에서 잘못된 오류를 찾아낼 수도, 중요한 에러를 빠트릴 수 있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 비교적 Team B2는 2일 전 구현을 완료 하고 , 자세한 매뉴얼과 버튼의

기능 등이 한번에 이해할 수 있게 구현되어 Testing하기 편했습니다. 

Bug에 관해서도 하루 안에 Feedback을 해주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소프트웨어 검증 수업에서 많은 오픈 소스들을 사용해 보며, 이 도구들을 확실히 처음 사용하는 지금보다 다음에

사용할 일이 있다면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8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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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sd Iterate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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