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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섭
Quality Expert로서 V&V를 수행해 본 소감

- Brute force testing에 비해 Category partitioning testing의 테스트의 퀄리티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 및 역량 부족으로 좋은 시스템 테스트를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 수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하고 기록하는 것은 꽤나 고된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규모가 더 큰 프로젝트에서는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프트웨어V&V에서 이론을 배운 후 몇몇 도구들의 동작 원리를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3학년 개발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 스펙을 자세하게 설계하신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 밤을 자주 새신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년에 소프트웨어V&V 수업 들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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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림
Quality Expert로서 V&V를 수행해 본 소감

- 수업시간 때 배운 이론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처음 CI/CD를 구축하는 것부터 평가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동안 어떠한 프로덕트나 프로그램을 정성적으로만 평가를 했었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봤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Quality Visibility를 위해 기준을 만들고 측정을 

하였던 경험이 앞으로도 일을 할 때나 의견을 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QE로서의 경험치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로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을지, 어떤 코드가 좋은 코드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3학년 개발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 깃허브는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커밋이나 PR을 잘 정리해서 작성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 피드백이나 코멘트에 대한 생각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한 명의 팀원이 빠진 상황에도 끝까지 설계대로 개발하신 것 또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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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Quality Expert로서 V&V를 수행해 본 소감

- 저는 V&V를 수강하면서 CTIP,CI/CD 등이 무엇인지 처음알았기 때문에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알아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 그래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니, 현업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또한 Spec Review와 System Testing을 하면서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팀프로젝트를 해왔던 점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 앞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때 이 경험을 되새기며 더욱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학년 개발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 Spec Review의 경우 지라 티켓이 100개 넘게 나왔고, System Testing도 꽤 Fail이 

나왔었는데 거의 수정해주셔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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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욱
Quality Expert로서 V&V를 수행해 본 소감

- 이번 학기에 OOAD와 V&V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두 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보니 

각자의 역할과 차이점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가장 인상적이었던 V&V 활동은 Quality Measurement 였습니다. 팀원들과의 토의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현재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Quality를 만족하였는지 등을 

정하는 과정이 어렵지만 재미있었습니다.

-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법론들을 SW 외에도 실생활에 적용하여 일주일 혹은 하루 단위로 

M&M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 후 재계획한다면 과거보다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학년 개발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 중간에 인원 공백이 생겨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2nd Cycle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 돌이켜보면 너무 깐깐한 기준으로 Spec Review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요구한 

사항을 모두 수정하고 해결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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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V를 잘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A.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팀 역량 파악과 그에 맞는 프로세스.



15

Than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