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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A SE 개요

 System 및 Software 개발 전체 Lifecycle 지원

 PRACTIA SE는 요구사항정의 및 분석, 아키텍처설계, 상세 설계, 구현 등
System 및 Software 개발 과정의다양한 업무를하나의 도구를통하여 지원

Requirement 
Analysis

Architecture & 
Design

Implementation Test

Traceability

Documents Management

PRACTIA SE
Model Based System/Software Engineer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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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A SE 의 특장점

모델링 기반의 개발 주기 관리

통합 도구를 이용한
개발 주기 관리

추적성 지원

DB를 이용한 협업 지원

관리 데이터 기반의
문서 자동생성

PRACTIA SE는 모델링(설계) 중심의 ALM 도구
재사용 가능한 모델링 DATA를 기반
UML 또는 구조적 분석 다이어그램 지원
(추가적인 다이어그램 필요 시 지원 가능 : 
MND-AF, SysML)

요구사항, 다이어그램, 테스트 등 모델의
추적 기능 제공

System 및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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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으로 문서 생성
모델링 작업한 내용을 문서에 그대로 삽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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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도구를 이용한 개발 주기 관리

 개별 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활동은 개별 도구들의 데이터 공유가 되지 않을 시 데이터
이전 및 재 작성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변경 발생 시 개별 도구에 대한 변경작업 필요

 통합 도구를 이용하여 개발주기를 관리하면 도구 내부의 공통적인 데이터를 다루어 연결이 자연
스러우며 변경 발생시 변경 적용이 쉬움

요구사항 분석 / 설계 구현 / 테스트 문서화

Visio, StarUML MS Word에 편집하기Excel, 텍스트 파일

개
별
도
구

사
용
시

통
합
도
구

사
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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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도구를 이용한 개발 주기 관리

 PRACTIA SE 기능 요약

 요구사항, 모델링, 테스팅, 추적및 관리, 문서 작성 등 개발 전체에필요한 다양한기능을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관리 사용자 정의 설정 관련 다이어그램

모델링

Class Diagram
Use Case 
Diagram

Sequence 
Diagram

State Machine
Diagram

Activity 
Diagram

Component
Diagram

Composite 
Structure
Diagram

Object Diagram

Deployment 
Diagram

Package 
Diagram

테스팅 / 추적
/ 관리 지원

테스트 케이스
관리

Table View Matrix View

문서 생성 지원 기본문서 생성 List / Table 출력 템플릿 활용

그림 / 표 첨부
요구사항
연관관계

목차 및 표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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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기반의 개발 주기 관리

 모델링 기반 ALM(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도구

 PRACTIA SE는 모델링(설계) 중심의 ALM 도구로써재사용가능한 모델링 DATA를 기반으로 UML 다이어그
램 또는 구조적분석 설계 다이어그램을작성할수 있음

Reqs. Function ClassUse Case State Package

UML

모델링 Data의
관리 및 재사용

다양한 모델링
다이어그램 & 기법

지원

프로세스 & 방법론
커스터마이징

Requirement 
Analysis

Architecture 
& Design

Implement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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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기반의 개발 주기 관리

 UML 2.x기반의 다양한 모델링 다이어그램 지원

 10개의 다이어그램을 지원

 PRACTIA SE는 6개의 Structural Diagram 과 4개의 Behavioral Diagram을 지원

Component 
Structure
Diagrams

Object 
Diagrams

Deployment 
Diagrams

Package 
Diagrams

Component 
Diagrams

Class  
Diagrams

Activity 
Diagrams

State Machine
Diagrams

Use Case
Diagrams

Sequence
Diagrams

Structural 

Diagrams Behavioral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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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기반의 개발 주기 관리

 재사용 기반의 일관적인 모델링 데이터 사용

 모델은 Table을 통해 작성되거나오브젝트 트리및 팔레트에서새로 생성 가능

 작성된모델은 가능한다이어그램
모두에게재사용 가능

 다이어그램에맞는 모델 사용
Actor의 예시)
- Use Case Diagram 에서는 Actor
- Sequence Diagram 에서는 Lifeline

드래그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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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성 관리

 다이어그램 및 모델 사이의 추적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다이어그램, 테스트등 모든 연결 형태의추적 기능 제공

 Matrix View 에서추적 상태를 조회할수 있으며, 추가로추적성 편집 기능제공

Association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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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지원

 DB서버를 사용한 협업 작업 지원

 DB서버를사용하여동일한/다른프로젝트를동시에 접속하여작업이가능

 상황에따라 필요한 부분을각자 나누어 작업가능

요구사항 편집

모델링문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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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데이터 기반의 문서 자동생성

 PRACTIA SE의 문서 생성

 Lifecycle 단계에 생성된관리 데이터를기반으로하여 문서 자동생성

 요구사항및 모델링 작업한내용을 문서에그대로 삽입 가능

 각각의문서 요소들은사용자에 의해추가,
삭제, 수정및 순서변경 등 사용자의 요구에맞는
문서를작성할 수 있음

Table View

Requirements

Class Diagram

Use Case Diagram



11

관리 데이터 기반의 문서 자동생성

 문서 자동화

 작성된모델(설계)를중심으로문서 생성자동화 지원

 요구사항 / 모델 / 테이블 / 이미지 / 텍스트등
문서작성에필요한다양한 기능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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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데이터 기반의 문서 자동생성

 템플릿 지원

 사용자의요구에 맞는템플릿 양식 사용 가능 (스타일 및 표 색상 등)

 머리말, 꼬리말, 여백및 용지설정 등 필요에 따라 맞추어작업 가능

Template 1 Templa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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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RACTIA SE는 하나의 단일 도구를 통해 모델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를 관리함으로 System 및 Software 개발 과정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

 복잡한 System 및 Software 개발 과정을 실용적으로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제공

요구사항작성

분석/모델도출

모델 설계

구현 / 테스트 / 추적

개발 산출물

추적 및 관리



14

End of Doc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