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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E 솔루션 소개

● Practia R

● PraDoc

● ObjecTeam for OOAD

● GitLab● ELM

● Doors Next

● ETM

● EWM

● RPE

● Insight

● Rhaps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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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eam for OOAD 개요

 ObjecTeam for OOAD는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를 지원하는 모델링 도구로서 팀 단위의 협업을 지원 합니다

Requirement Sequence ClassUse Case State Package

UML

모델링 Data의
관리 및 재사용

다양한 모델링
다이어그램 & 기법

지원

프로세스 & 방법론
맞춤 지원

Object-oriented
Analysis

Object-oriented
Design

Architecture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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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eam for OOAD의 특장점

UML 기반의 개발 주기 관리

OOAD를 이용한
개발 주기 관리

추적성 지원

DB를 이용한 협업 지원

관리 데이터 기반의
문서 자동생성

재사용 가능한 모델링 DATA를 기반
UML 다이어그램 지원
(추가적인 다이어그램 필요 시 확장 가능 : 
MND-AF, SysML)

요구사항, 다이어그램, 테스트 등 모델의
추적 기능 제공

OOAD 개발 과정의 다양한
업무를 하나의 도구를 통하여 지원

동일한/다른 프로젝트를 동시에 접속하여 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각자 나누어 작업

Lifecycle 단계에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문서 생성. 모델링 작업한 내용을
문서에 그대로 삽입 가능

IBM Rhapsody와의 연동

외부 소프트웨어 공학도구와의 연동 지원
- Rhapsody 다이어그램 / 이미지 Import
- 자동 문서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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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지원

 DB서버를 사용한 협업 작업 지원

 DB서버를 사용하여 동일한/다른 프로젝트를 동시에 접속하여 작업이 가능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각자 나누어 작업 가능

요구사항 편집

OOAD 모델링문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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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지향 분석 지원

 객체지향 분석 모델링을 통한 시스템 속성 표현 가능

 객체지향 분석 모델링을 위한 다이어그램 지원

 식별된 Use Case의 개요 및 기능 시나리오 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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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지향 설계 지원

 객체지향 설계 모델링을 위한 다이어그램 지원

 식별된 Class의 속성 및 CRC 카드 정의 지원



7

모델링 기반의 개발 주기 관리

 재사용 기반의 일관적인 모델링 데이터 사용

 모델은 Table을 통해 작성되거나 오브젝트 트리 및 팔레트에서 새로 생성 가능

 작성된 모델은 가능한 다이어그램
모두에게 재사용 가능

 다이어그램에 맞는 모델 사용
(Actor의 예시)
- Use Case Diagram 에서는 Actor
- Sequence Diagram 에서는 Lifeline

Drag&Drop
Drag&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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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성 관리

 다이어그램 및 모델 사이의 추적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다이어그램, 테스트 등 모든 연결 형태의 추적 기능 제공

 Matrix View 에서 추적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추가로 추적성 편집 기능 제공

Association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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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데이터 기반의 문서 자동생성

 ObjecTeam for OOAD의 문서 생성

 Lifecycle 단계에 생성된 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문서 자동생성

 다이어그램, Use Case 설명서, CRC 카드 문서화

 요구사항 및 모델링 작업한 내용을 문서에 그대로 삽입 가능

 각각의 문서 요소들은 사용자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 및 순서 변경 등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음

Table View

Requirements

Class Diagram

Use C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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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bjecTeam for OOAD는 하나의 단일 도구를 통해 모델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관리함으로 OOAD 개발 과정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

 복잡한 OOAD 개발 과정을 실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작성

객체지향 분석/모델 도출

객체지향 모델 설계

구현 / 테스트 / 추적

개발 산출물

추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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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Doc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