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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를 확인하거나 문서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h20230.www2.hp.com/selfsolve/manuals
이 사이트를 사용하려면 HP Passport 사용자로 등록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HP Passport ID를 등록하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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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지식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례 및 개선 요청을 제출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패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계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HP 지원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고객과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조사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영역을 이용하려면 HP Passport 사용자로 등록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지원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HP Passport ID를 등
록하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h20229.www2.hp.com/passport-registration.html
액세스 수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h20230.www2.hp.com/new_access_levels.jsp
HP Software Solutions Now를 통해 HPSW 솔루션 및 통합 포털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HP 제품 솔루션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서 HP 제품 간 통합의 전체 목록과 함께 ITIL 프로세스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의 URL은
http://h20230.www2.hp.com/sc/solutions/index.js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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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경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
요구 사항 및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링크
비즈니스 모델 모듈 사용자 인터페이스

HP ALM (12.00)

307
308
308
309
309
309
312
314

비즈니스 모델 모듈 창

314

모델 분석 보기

317

비즈니스 모델 모듈 메뉴 및 버튼

321

비즈니스 모델 모듈 아이콘

325

비즈니스 모델 모듈 필드

327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

328

사용자 필드로 가져온 특성 매핑 대화 상자

330

모델 세부 정보/모델 활동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31

새 모델 경로/모델 경로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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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탭

334

요구 사항 트리 및 테스트 계획 트리 창

337

표시된 항목 탭

338

4부: 클라우드 설정

339

5부: 랩 리소스

341

19장: 랩 리소스 소개

343

랩 리소스 개요

344

ALM에서 랩 리소스 사용 방법

344

20장: 테스트 호스트
테스트 호스트 개요
21장: AUT 환경
AUT 환경 개요
CDA에 AUT 환경 링크

345
346
347
348
348

AUT 환경 사용 방법

349

AUT 환경 사용자 인터페이스

352

AUT 환경 모듈 창

352

AUT 환경 모듈 메뉴 및 버튼

354

AUT 환경 모듈 필드

356

AUT 환경 모듈 아이콘

357

AUT 환경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58

새 AUT 환경 대화 상자

358

AUT 환경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59

새 AUT 환경 구성 대화 상자

360

새 AUT 매개 변수 대화 상자

360

AUT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61

CDA에 링크 대화 상자

362

6부: 테스트 계획

365

22장: 테스트 계획 소개

367

테스트 계획 개요

368

HP ALM (12.00)

응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368

어떤 리소스가 필요한가?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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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
23장: 테스트 계획 명세

368
373

테스트 계획 명세 개요

374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

374

테스트 유형

378

테스트 계획 사용자 인터페이스

379

테스트 계획 모듈 창

380

테스트 계획 모듈 메뉴 및 버튼

382

테스트 계획 모듈 아이콘

393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

395

테스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97

새 테스트 대화 상자

399

테스트 계획 트리의 폴더 정렬 대화 상자

401

대상 프로젝트에 테스트/폴더 붙여넣기 대화 상자

402

24장: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403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개요

404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

404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사용자 인터페이스

405

적용 범위 분석 보기

406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탭

407

구성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

410

고급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

411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

412

테스트 적용 범위 페이지

414

분석 설정 대화 상자

417

적용 범위 분석 대화 상자

418

조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

419

25장: 테스트 매개 변수

421

테스트 매개 변수 개요

422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 방법

422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자 인터페이스

423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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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탭/매개 변수 대화 상자

424

새 테스트 매개 변수/테스트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

428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테스트의 매개 변수 대화 상자

429

26장: 테스트 설계

431

테스트 설계 개요

432

테스트 자동화

432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는 방법

433

설계 단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436

설계 단계 탭/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437

테스트 스크립트 탭

441

테스트 선택 대화 상자

442

대상 프로젝트에 설계 단계 붙여넣기 대화 상자

443

조건 탭

444

27장: 테스트 구성
테스트 구성 개요
테스트 구성 데이터
테스트 유형 및 테스트 구성 데이터 연결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

446
447
447
448

정적 데이터 연결 방법

450

동적 데이터 연결 방법

451

테스트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HP ALM (12.00)

445

454

테스트 구성 탭

454

새 테스트 구성/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

456

데이터 탭: 정적 보기

457

데이터 탭: 동적 보기

459

테스트 구성 설정 탭

461

테스트 구성 창

462

테스트 구성 상태 탭

463

테스트 구성 생성 대화 상자

464

매개 변수 매핑 대화 상자

466

데이터 리소스 설정 대화 상자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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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장: 시스템 테스트

471

시스템 테스트 개요

472

시스템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

472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473

테스트 스크립트 탭 - 시스템 테스트
29장: 테스트 리소스
테스트 리소스 개요
엔터티 종속 관계 개요

474
475
476
476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

477

테스트 리소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478

테스트 리소스 모듈 창

479

테스트 리소스 모듈 메뉴 및 버튼

480

테스트 리소스 모듈 아이콘

482

테스트 리소스 모듈 필드

485

리소스 뷰어 탭

486

응용 프로그램 영역 뷰어 탭

487

종속 관계 탭

487

새 리소스/리소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488

대상 프로젝트에 리소스 붙여넣기 대화 상자

490

30장: VAPI-XP 테스트

491

VAPI-XP 테스트 개요

492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

492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편집하는 방법

500

추가 편집 기능

503

VAPI-XP에서 AUT 환경을 사용하는 방법

504

VAPI-XP API 사용 방법

505

TDHelper 개체 사용

505

TDInput 개체 사용

507

TDOutput 개체 사용

507

XTools 개체 사용

507

디버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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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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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09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 테스트 모드를 디버그하는 방법

510

VAPI-XP 사용자 인터페이스

512

HP VAPI-XP 마법사

512

테스트 스크립트 탭

512

7부: 테스트 랩

513

31장: 테스트 실행 소개

515

테스트 실행 개요

516

초안 실행

517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18

초안 실행을 사용하는 방법

520

ALM에서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테스트

520

테스트 랩 모듈 사용자 인터페이스

523

테스트 랩 모듈 창

523

테스트 랩 모듈 메뉴 및 버튼

526

테스트 랩 모듈 아이콘

543

테스트 랩 모듈 필드

544

32장: 테스트 집합 명세

555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

556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

558

테스트 집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562

HP ALM (12.00)

실행 표 탭

563

테스트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

566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567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 실행 보기

568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 실행 설정 보기

571

요청된 호스트 탭

575

자동화 탭

577

새 테스트 집합 대화 상자

580

테스트 선택 창

580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대화 상자

584

14/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테스트 실패 시 대화 상자

585

대상 프로젝트에 테스트 집합 폴더 붙여넣기 대화 상자

586

33장: 테스트 실행 스케줄러

587

테스트 실행 스케줄러 개요

588

테스트 실행 예약 방법

588

테스트 실행 일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590

실행 흐름 탭

590

실행 조건 페이지

591

시간 종속 관계 페이지

592

34장: 기능 테스트 실행

595

기능 테스트 실행 개요

596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98

기능 테스트 문제 해결

599

기능 테스트 실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600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

600

제안 기간 대화 상자

604

실행 보고서 페이지

605

35장: 기본 테스트 실행

609

기본 테스트 실행 개요

610

수동 테스트 실행

610

수동 테스트 실행 개요

610

HP Sprinter 개요

611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방법

612

수동 테스트 실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615

수동 테스트 실행 대화 상자

615

수동 실행기 마법사

616

수동 실행기: 실행 세부 정보 페이지

617

수동 실행기: 단계 세부 정보 페이지

618

자동 테스트 실행

HP ALM (12.00)

620

자동 테스트 실행 개요

621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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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Functional Testing(UFT) GUI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623

자동 테스트 실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624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

624

호스트 관리자 대화 상자(기본 테스트 집합에만 해당)

626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 대화 상자

628

실행 로그 대화 상자

628

8부: 빌드 확인

631

36장: 빌드 확인 세트

633

빌드 확인 개요

634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

634

빌드 확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635

빌드 확인 모듈 창

636

빌드 확인 모듈 메뉴 및 버튼

637

빌드 확인 모듈 아이콘

639

빌드 확인 모듈 필드

640

기능 테스트 집합 탭

641

성능 테스트 탭

642

빌드 확인 세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

643

새 빌드 확인 세트 대화 상자

644

빌드 확인 세트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대화 상자

645

테스트 집합 트리 창

645

9부: 시간 슬롯
37장: 시간 슬롯 예약
시간 슬롯 예약 개요

649
650

시간 슬롯 예약 유형

650

자동 시간 슬롯

652

자동 시간 슬롯 예약 모범 사례
시간 슬롯 예약 연장

652
653

기능 테스트 및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 예약 연장

653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 예약 연장

654

시간 슬롯 예약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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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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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슬롯 실패 이해

655

호스트 할당

655

호스트 할당 및 재편성 예

656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

660

시간 슬롯 예약 사용자 인터페이스

661

시간 슬롯 모듈 창

662

시간 슬롯 모듈 메뉴 및 버튼

667

시간 슬롯 모듈 필드

673

시간 슬롯 모듈 아이콘

675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

676

특정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

686

시간 슬롯 예약: 데이터 처리 대화 상자

687

Controller 선택 대화 상자

690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 선택/호스트 편집 대화 상자

691

특정 로드 생성기/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

692

시간대 옵션 대화 상자

694

10부: 테스트 실행

695

38장: 테스트 실행 보기

697

테스트 실행 개요

698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

698

테스트 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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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실행 모듈 창

701

테스트 실행 모듈 메뉴 및 버튼

705

테스트 실행 모듈 필드

708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

711

실행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713

테스트 집합/BVS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

714

실행 제거 마법사

715

제거할 테스트 집합 선택 페이지

716

제거 유형 선택 페이지

716

제거 요청 확인 페이지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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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 결함
39장: 결함 추적
결함 추적 개요
결함 링크

719
721
722
722

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

723

결함을 검색하는 방법

726

결함을 링크하는 방법

726

결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727

결함 모듈 창

728

결함 모듈 메뉴 및 버튼

729

결함 모듈 아이콘

734

결함 모듈 필드

735

새 결함 대화 상자

737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

738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창

740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

741

링크할 결함 대화 상자

744

요구 사항 선택 대화 상자

745

12부: 분석

747

40장: 분석 소개

749

분석 개요

750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750

대시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752

분석 보기 창

752

대시보드 보기 창

754

분석 보기 메뉴 및 버튼

755

대시보드 보기 메뉴 및 버튼

760

대시보드 아이콘

762

세부 정보 탭

763

분석 항목 공유 대화 상자

764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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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 개요

766
767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

768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

771

엔터티 그래프 유형

772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775

구성 탭/창 - 그래프

776

보기 탭 - 그래프/그래프 창

782

구성 탭 - 대시보드 페이지

786

보기 탭 – 대시보드 페이지

787

그래프 마법사

789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

789

비즈니스 보기 선택 페이지

790

엔터티 유형 선택 페이지

790

프로젝트 선택 페이지

791

테스트 집합 옵션 선택 페이지

792

필터 선택 페이지

793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

794

적용 범위 선택 페이지

795

새 그래프 대화 상자

796

비즈니스 보기 선택 대화 상자

797

새 대시보드 페이지 대화 상자

797

프로젝트 선택 대화 상자

798

<유형> 범주 편집 대화 상자

799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

800

결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

801

42장: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그래프

803

PPT 그래프 개요

804

PPT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

804

PPT 그래프 사용자 인터페이스

805

구성 탭 - PPT 그래프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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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탭 - PPT 그래프
43장: 프로젝트 보고서

807
811

프로젝트 보고서 개요

812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

812

사용자 지정 보고서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

815

미리 정의된 프로젝트 보고서

816

프로젝트 보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820

구성 탭 - 프로젝트 보고서

820

새 프로젝트 보고서 대화 상자

828

보고서 섹션 추가 대화 상자

828

문서 템플릿 필드 값 편집 대화 상자

829

44장: Excel 보고서
Excel 보고서 개요

831
832

데이터베이스 보호

833

SQL 쿼리의 매개 변수

833

사후 처리 스크립트 만들기에 대한 지침

834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

834

Excel 보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836

구성 탭 - Excel 보고서

836

쿼리 탭

837

Excel 보고서 쿼리 작성기 대화 상자

839

사후 처리 탭

843

생성 설정 탭

844

새 Excel 보고서 대화 상자

845

새 쿼리 매개 변수/쿼리 매개 변수 편집 대화 상자

845

45장: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847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개요

848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

848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850

구성 탭 -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46장: 실시간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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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분석 그래프 개요

854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

854

실시간 분석 그래프 사용자 인터페이스

855

실시간 분석 탭

855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마법사

857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

857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

858

피드백을 보내주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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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이 안내서의 구성 방식

안내서 소개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를 소개합니다. ALM은 조직이 요구 사항에서 배포
에 이르기까지 핵심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용 프로그램 팀에는
최신 응용 프로그램의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유연한 제공에 필요한 가시성과 공동 작업을 제공
합니다.
본 안내서는 ALM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제가 포함된 설명과 개념 정보를
읽을 수 있으며 단계별 안내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학습하고 참조 자료에 대한 설명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구성 방식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사용자 안내서에는 다음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

설명

ALM 기초(31페
이지)

ALM의 기능 및 방법론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ALM의 일반 기능과 사용 가능
한 ALM 버전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리(143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의 릴리스와 주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를 정의하여 프로젝트에서 변경 내용을 추적하거나
프로젝트에서 엔터티를 재사용하거나 여러 프로젝트에서 엔터티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작업:

요구 사항 (241
페이지)

l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l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전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요구 사항 사용 방법(244페이지)

클라우드 설정
(339페이지)

성능 테스트에 사용할 클라우드 호스트의 프로비저닝에 사용되는 클라우드
설정 개요를 제공합니다.
사용 가능: Performance Center Edition만

랩 리소스(341페
이지)

서버 측 실행에 사용된 리소스를 정의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랩 리소스 사용 방법(344페이지)
사용 가능: ALM Edition

테스트 계획(365
페이지)

테스트 계획 트리 빌드에서 테스트 생성까지 테스트 프로세스를 계획하는 방
법과 VAPI-XP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368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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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도움말

부

설명

테스트 랩(513페
이지)

테스트 집합 생성, 자동/수동 테스트 실행, 테스트 결과 검토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

빌드 확인(631페
이지)

배포 및 테스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테스트 집합 번들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
사용 가능: ALM Edition

시간 슬롯(647페
이지)

서버 측 테스트 실행에 사용하는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660페이지)
사용 가능: ALM Edition

테스트 실행(695
페이지)

테스트 실행 결과를 보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결함이 검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
사용 가능: ALM Edition

결함(719페이지) 프로젝트에 결함을 보고하고 결함이 해결될 때까지 복구 프로세스를 추적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723페이지)
분석(747페이지) 그래프, Excel 보고서 및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여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
기 관리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ALM 도움말
ALM 도움말은 ALM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입니다. ALM 도움말에는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

l

ALM 주 창에서 도움말 > ALM 도움말을 선택하여 ALM 도움말 홈 페이지를 엽니다. 홈 페이지에
주 도움말 항목에 대한 빠른 링크가 표시됩니다.
ALM 마스트헤드에서
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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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ALM 도움말 안내

ALM 도움말 안내
ALM 도움말은 다음과 같은 안내서와 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PDF 형식 또는 두 가지 모두
로 제공됩니다. PDF는 Adobe Reader를 사용하여 읽고 인쇄할 수 있으며 Adobe Reader는 Adobe
웹 사이트(http://www.adobe.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조

설명

ALM 도움말 사용

도움말 사용 방법과 구성 방식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기능

ALM 최신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하려면 도움말 > 새로운 기능을 선택합니다.

동영상

주요 제품 기능을 보여 주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액세스하려면 도움말 >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추가 정보

ALM에 대한 최신 소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LM) 안내서
설명
HP ALM 사용자 안내서

ALM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
를 구성하고 실행합니다. 여기서는 릴리스를 지정하고,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테스트를 계획하고,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HP ALM 관리자 안내서

사이트 관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과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

HP ALM Lab
Management Guide

랩 관리를 사용하여 원격 호스트의 기능 및 성능 테스트에 사용되는 랩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HP ALM Tutorial

ALM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자가 학습 안내서입니다.

HP ALM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

ALM 서버를 설정하는 설치 및 구성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HP ALM Lab
Management
Troubleshooting Guide

HP ALM 랩 관리 사용 중의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P ALM External
Authentication
Configuration Guide

외부 인증을 사용하여 ALM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구성을 설명합니
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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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도움말 안내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LM) 안내서
설명
HP ALM Business
Views Microsoft Excel
Add-in User Guide

Business Views Microsoft Excel Add-in을 설치 및 사용하여 비즈
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Business Process Testing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HP ALM Performance
Center 안내서

설명

HP ALM Performance
Center Quick Start

Performance Center 사용자에게 성능 테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한
전체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자가 학습 안내서입니다.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

Performance Center 사용자에게 성능 테스트 작성, 예약, 실행, 모니
터링 방법을 설명합니다. Performance Center 관리자에게
Performance Center 프로젝트를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다.

HP ALM Performance
Center Installation
Guide

Performance Center 서버, Performance Center 호스트 및 기타
Performance Center 구성 요소를 설정하는 설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HP ALM Performance
Center
Troubleshooting Guide

HP ALM Performance Center 작업 중의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합니다.

HP ALM 모범 사례 안내서

설명

HP ALM Agile Testing Best
Practices Guide

애자일 테스트 원칙 구현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HP ALM Business Process
Models Best Practices Guide

비즈니스 모델 모듈 작업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HP ALM Database Best
Practices Guide

데이터베이스에 ALM을 배포하는 작업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
공합니다.

HP ALM Entities Sharing Best 엔터티 공유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Practices Guide
HP ALM Project Planning
and Tracking Best Practices
Guide

릴리스 관리 및 추적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HP ALM Project Topology
Best Practices Guide

프로젝트 구조 작성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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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ALM 도움말 안내

HP ALM 모범 사례 안내서

설명

HP ALM Upgrade Best
Practices Guide

ALM 업그레이드 준비 및 계획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HP ALM Versioning and
Baselining Best Practices
Guide

버전 제어를 구현하고 초기 계획을 작성하는 작업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HP ALM Workflow Best
Practices Guide

워크플로 구현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HP ALM Performance
Center 모범 사례 안내서

설명

HP Performance Centers of
Excellence Best Practices

우수한 Performance Center의 성공적인 작성 및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HP Performance Monitoring
Best Practices

테스트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모니터링에 관한 모범 사례
를 제공합니다.

HP ALM API 참조

설명

HP ALM Project Database
Reference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필드에 대해 자세한 온라인 참
조를 제공합니다.

HP ALM Open Test
Architecture API Reference

ALMCOM 기반 API에 대해 자세한 온라인 참조를 제공합니다.
ALM Open Test Architecture를 사용하여 자체 구성 관리와 결
함 추적, 자체 제작한 테스트 도구를 ALM 프로젝트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HP ALM Site Administration
API Reference

사이트 관리 COM 기반 API에 대해 자세한 온라인 참조를 제공합
니다. 사이트 관리 API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에서 ALM 사용
자, 프로젝트, 도메인, 연결, 사이트 구성 매개 변수를 구성, 관리,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HP ALM REST API
Reference

ALM REST 기반 API에 대해 자세한 온라인 참조를 제공합니다.
REST API를 사용하여 ALM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작업할 수 있습
니다.

HP ALM COM Custom Test
Type Developer Guide

자체 테스트 도구를 작성하고 네이티브 COM 개발 도구를 사용
하여 ALM 환경에 통합하는 작업에 관한 자세한 온라인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HP ALM .NET Custom Test
Type Developer Guide

자체 테스트 도구를 작성하고 DCOM과 .NET 클래스를 사용하여
ALM 환경에 통합하는 작업에 관한 자세한 온라인 안내서를 제공
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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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항목 유형

HP ALM Performance
Center API 참조

설명

HP ALM Performance
Center REST API
Reference

ALM Performance Center REST 기반 API에 대해 자세한 온라인
참조를 제공합니다. REST API를 사용하여 자동화 및 지속적 통합을
지원하는 수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유형
ALM 안내서의 내용은 주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항목 유형인 개념, 작업, 참조의 세 가지
유형이 사용됩니다.
항목 유형

설명

용도

개념

배경 지식, 설명 또는 개념 정보입
니다.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아봅니다.

작업

지침 작업.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별 지침입니다.
작업 단계에는 단계 번호가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l

l

참조

단계 번호가 있는 경우. 각 단계
를 순차적으로 따라 수행해야 하
는 작업입니다.

l

l

l

작업에 대한 전반적 워크플로를 알아봅
니다.
단계 번호가 있는 작업에 나열된 단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합니다.
단계 번호가 없는 작업 단계를 완료하여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계 번호가 없는 경우. 순서에
관계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체
포함 작업 목록입니다.

사용 사례 시나리오 작업. 특정 상
황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의 예
입니다.

실제 시나리오에서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
을 알아봅니다.

일반 참조. 참조 관련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목록입니다.

특정 상황과 관련된 참조 정보를 찾아봅니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참조. 특정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자세히 설명하는
특수 참조 항목입니다. 마스트헤드
에서
을 클릭하거나, 제품의 도

창, 대화 상자, 마법사 등 특정 사용자 인터
페이스 요소의 사용 방법 및 입력 내용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찾아봅니다.

움말 메뉴에서 ALM 도움말을 선택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
스 항목이 열립니다.
문제 해결 및
제한

HP ALM (12.00)

문제 해결 및 제한. 흔히 발생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하기 전이나 소프트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해 설명하고 기 웨어에서 사용성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문
능 또는 제품 영역의 제한 사항을 나 제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열하는 특수 참조 항목입니다.

27/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추가 온라인 리소스

추가 온라인 리소스
도움말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온라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설명

문제 해결 및 기술 자료

HP 소프트웨어 지원 웹 사이트에서 문제 해결 페이지를 열고 자가
해결 기술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문제 해결 > 기술 자
료를 선택합니다. 이 웹 사이트의 URL은
http://h20230.www2.hp.com/troubleshooting.jsp입니다.

HP 소프트웨어 지원

HP 소프트웨어 지원 웹 사이트를 엽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자가 해
결 기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론 포럼에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을 검색하고, 지원 요청을 제출하고, 패치와 업데이트된 문
서를 다운로드하는 등의 작업도 가능합니다. 도움말 > 소프트웨어
온라인 지원을 선택합니다. 이 웹 사이트의 URL은
www.hp.com/go/hpsoftwaresupport입니다.
l

l

l

대부분의 지원 영역을 이용하려면 HP Passport 사용자로 등록하
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지원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 수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h20230.www2.hp.com/new_access_levels.jsp
HP Passport 사용자 ID를 등록하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
십시오. http://h20229.www2.hp.com/passportregistration.html

HP Software Quality
Center 웹 사이트

HP Software 웹 사이트를 엽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HP Software 제
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릴
리스, 세미나와 무역 전시, 고객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도움말 > HP
Software Quality Center 웹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이 웹 사이트의
URL은 www.hp.com/go/software입니다.

HP Software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웹 사이트

HP ALM Software 웹 사이트를 엽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HP ALM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릴리스,
세미나와 무역 전시, 고객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도움말 > HP
Software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웹 사이트를 선택
합니다. 이 웹 사이트의 URL은
http://www8.hp.com/us/en/softwaresolutions/software.html?compURI=1172141#tab=TAB1입니
다.

Add-in

HP와 타사 도구의 통합 및 동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Add-in 사이
트를 엽니다.

ALM 도구

ALM 서버에 ALM과 함께 설치된 HP와 타사 도구의 통합 및 동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ALM 도구 페이지를 엽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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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확장 안내
확장은 HP ALM에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ALM 확장용 라이센스가 있으면 프로젝트별로 확장을
활성화하여 추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12.00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의 목록을 보거나 ALM 확장과 관련된 문서를 다운로드하려면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지(도움말 > Add-in)에 제공되는 HP ALM
Add-in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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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확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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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ALM 개요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는 조직이 요구 사항에서 배포에 이르기까지 핵심 응
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용 프로그램 팀에는 최신 응용 프로그램의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유연한 제공에 필요한 가시성과 공동 작업을 제공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는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고도의 애자일(predominantly Agile) 조직
이든,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방법의 사용자이든 간에 수명 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은 예
측 가능성, 반복 가능성, 품질을 향상하고 변경 내용을 더욱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딜리버리
관리자는 프로젝트의 중요 시점, 결과물, 리소스, 예산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상태, 표준,
품질 표시기를 추적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제어하여 응용 프로그램 관리를 간소화 및 체계화할 수 있으며,
중앙 저장소에서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워크플로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기초를 만들 수 있습
니다.

릴리스 추적
ALM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를 구성 및 추적하는 시스템을 통해 비즈니스 우선 순위 및 품질 기
대 수준을 프로젝트 요구 사항, 테스트, 결함에 맞출 수 있습니다. ALM을 사용하면 실시간 KPI(핵심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합리적인 릴리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및 테스트
ALM에서는 요구 사항 및 테스트의 저장소를 정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의 적용
범위에 비즈니스 및 테스트 요구 사항을 포함한 다음, 요구 사항에서 테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응
용 프로그램의 올바른 측면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다양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프로
젝트의 테스트를 고유 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ALM은 테스트 예약 및 실행, 테스트 결과 수집,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공합니다.

결함 추적
결함 및 결함 추세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실행/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LM에서는 결함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통해 처음 발견한 때부터 해결할 때까지 결함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
함을 전체 프로젝트에서 공유하여 개발자가 결함을 더 빠르게 발견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해결
하므로 위험이 감소됩니다. 중앙 집중식 결함 저장소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에서 집계된 결함 상태 및
추세를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 도구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프로세스 전체에서 진행률을 추적하는 기능은 예측 가능성에 매우 중요합
니다. ALM은 Agile 프로젝트의 특정 계측(예: 번업 및 번다운 차트)을 포함하여 프로세스의 각 단계
를 분석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 주는 대화식 그래프를 생
성하거나 데이터의 교차적 섹션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보기로 여러 그
래프를 나란히 정렬하여 여러 비즈니스 메트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산 라이브러리
ALM에서는 프로젝트 사이에서 자산 라이브러리를 공유 및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가능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면 여러 응용 프로그램으로 목표를 관리할 수 있어 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내용
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산 재사용을 지원하여 일관성 및
반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각 프로젝트의 공유 자산에 특정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동시에 라이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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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LM 통합
ALM에서는 HP 도구(예: Unified Functional Testing 및 LoadRunner)뿐만 아니라 타사 및 사용자
지정 테스트 도구, 요구 사항, 구성 관리 도구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ALM은 사용자가 선택한 테스트
도구와 통신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참고: HPUnified Functional Testing (UFT)는 이전에 HP QuickTest Professional 및 HP
Service Test로 알려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

QuickTest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제 UFT에서 GUI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l

Service Test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UFT에서 API 테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HP Project and Portfolio Management(PPM) Center 소프트웨어에서는 임원과 PMO가 대시보드
보기를 통해 조직 전반의 포트폴리오, 수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올바른 포트
폴리오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PPM Center-HP ALM 통합 솔루션 및 구성 지침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HP Solution Integration Guide for PPM Center 버전 9.20을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를 검
색하려면 HP Software Product Manuals를 참조하십시오.

Performance Center 기능
ALM에는 웹을 통해 액세스 가능한 중앙 위치에서 리소스를 할당하고 예약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대
규모 성능 테스트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M은 테스트 프로
세스를 간소화하고 리소스 비용을 감소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랩 관리 기능
ALM에서는 리소스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원격 호스트에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LM은 배
포 및 테스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신뢰성과 편의성을 향상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ALM은 다양한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별 ALM 기능의 사용 가능 여부는 ALM 버전(13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HP ALM
Edition

설명

HP ALM

프로세스, 활동, 자산을 관리하고 자동화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 테스트, 제
공, 유지 관리하는 공통 플랫폼입니다. 여기에는 요구 사항, 테스트, 결함, 개발
관리, 전체 릴리스, 프로젝트 계획 모듈이 포함됩니다. 조직은 HP ALM을 통해 프
로젝트 전반에서 일관적 프로세스, 모범 사례 공유, 자산 공유를 구현할 수 있습
니다.

HP ALM
Essentials
Edition

HP ALM 제품 기능의 하위 집합을 제공하며 소규모 팀이 빠르게 시작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구 사항 관리, 테스트 관리, 결함 관리의 주요 기능
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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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ALM
Edition

설명

HP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

HP ALM과 동일한 공통 플랫폼에 상주하며 품질 관리의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
다. 또한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HP Business Process Testing, HP
Sprinter와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뛰어난 Quality Center 빌드를 지원합니다.

HP ALM
Performance
Center
Edition

성능 테스트 스크립트의 완전한 관리, 예약, 실행,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을 제공
합니다. HP ALM과 동일한 플랫폼에 상주하며 HP ALM 및 HP LoadRunner에 직
접 통합됩니다.

요약
ALM은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의 모든 단계를 지원합니다. ALM은 응용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
된 작업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더 가깝게 맞추고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로드맵(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로드맵
ALM의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로드맵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단계

설명

릴리스 명세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 및 주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릴리스-주기 관
리 계획을 개발합니다. 계획 대비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의 진행률을 추적하여
릴리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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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요구 사항 명세

비즈니스 및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여러
릴리스 및 주기에서 요구 사항을 관리하고 요구 사항, 테스트, 결함 사이에서 다
차원 추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LM은 요구 사항 적용 범위 및 관련 결함을 실
시간으로 보여 주어 품질 및 비즈니스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요구 사항 사용 방법(244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테스트 계획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테스트 계획을 빌드하고 테스트를 설계할 수 있
습니다. ALM은 수동 및 자동 테스트의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테스트 계획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368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Performance Center: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프로젝트에서 특정 테스트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테스트 하위 집합을 만듭
니다. ALM은 온전성, 기능성, 회귀, 고급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문제를 진단 및
해결하려면 예약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Performance Center: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랩 관리: 서버 측 실행 기능 테스트 집합을 즉시 실행하거나 예약하여 나중에 실
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은 사용자 개입 없이 실행되며 배포 및 테스
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빌드 확인 세트에 포함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
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테스트(520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결함 추적

결함을 제출하고 복구 진행률을 추적합니다. 결함 및 결함 추세를 분석하면 "실
행/보류" 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ALM은 처음 문제를 발견한 때부
터 결함을 해결하고 해결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전체 결함 수명 주기를 지원합니
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723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전체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에서 보고서와 그래프를 생성하여 전략적 지점을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ALM의 개요는 HP ALM 개요(3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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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프로젝트
ALM 프로젝트를 만들 경우 ALM에서 생성 및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해야 합니다. 각 프로젝
트는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합니다.
ALM 프로젝트 생성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권한
ALM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된 사용자 목록을 생성하고
각 사용자에게 비밀번호와 사용자 그룹을 할당하여 각 사용자가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추가
및 수정 작업의 유형을 관리합니다. 사용자 그룹에 따라 사용자가 프로젝트에서 갖는 권한이 결정됩
니다. ALM에는 프로젝트의 특정 필드에 대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AL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그룹과 비밀번호 및 권한 할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기록 내역 관리
프로젝트를 사용자 지정할 때 ALM에서 시스템 및 프로젝트 사용자 필드의 값 로그를 보존하도록 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기록 내용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ALM 프로젝트에서 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생성한 테스트 집합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경우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기록 내역을 지
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기록 내역 데이터를 지우거나 지우려는 기록 내역이 있는 특정 엔터티 또는 필드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특정 날짜까지의 기록 내역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ALM은 해당 모듈의 기록 내역 탭에 표
시된 데이터를 지웁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 내역 지우기 대화 상자(5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Word 및 Microsoft Excel에서 데이터 가져
오기
Word 문서 또는 Excel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ALM 프로젝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Word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Word 문서의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 계획 데이터를 ALM 프로젝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Word에서
가져오려면 먼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Microsoft Word Add-in을 설치해야 합니다. Microsoft
Word Add-in을 설치하려면 도움말 > Add-in을 선택하여 Add-in 페이지를 연 다음 적절한 Add-in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Word Add-i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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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Excel 워크시트의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 또는 결함 데이터를 ALM 프로젝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cel에서 가져오려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Microsoft Excel Add-in을 설치해야 합니다.
Microsoft Excel Add-in을 설치하려면 도움말 > Add-in을 선택하여 Add-in 페이지를 연 다음 적
절한 Add-in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Excel Add-i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 시작 방법
이 작업은 웹 브라우저에서 컴퓨터의 ALM을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여러 버전의 ALM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ALM 서버에 연결되는 버전 12.00 이
상의 여러 ALM 클라이언트와 단일 Quality Center 10.00 또는 9.2 클라이언트가 포함됩니다.
참고: HP 테스트 도구, 타사 및 사용자 지정 테스트 도구에서 ALM을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 컴
퓨터에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하고 ALM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ALM을 시작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ALM URL을 입력합니다.
http://<ALM server name/IP address>[<:port number>]/qcbin을 입력합니
다. 정확한 URL을 모르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옵션 창이 열립니다.

2. ALM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링크를 클릭합니다. ALM을 실행할 때마다 버전 검사가 수행되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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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버전이 감지되면 컴퓨터에 필요한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n

Windows 7/8/2008R2/2012: 컴퓨터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없어서 보안 경고가 표시
되면 설치 안 함을 클릭합니다. 설치 화면으로 리디렉션됩니다.

n

브라우저에서 파일 다운로드가 금지되면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지(도움말 > Add-in)에서 HP ALM Client MSI Generator Add-in을 사용
하여 해당 파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n

Citrix 또는 VMware와 같은 가상 환경에서 ALM을 실행하면 시스템 관리자만 새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n

ALM을 전체 화면 모드로 열려면 전체 화면 모드로 열기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전체
화면 모드를 사용하면 ALM에서 전체 화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릅니다.
참고: 파일이 다운로드되었지만 로그인 창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컴퓨터에 Microsoft 핫픽
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Software Self-solve 기술 자료 KM905289
(http://h20230.www2.hp.com/selfsolve/document/KM905289)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검사가 수행되고 필요에 따라 파일이 업데이트되면 ALM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참고: ALM이 외부 인증에 대해 구성되었으면 이름 및 비밀번호 필드가 이 창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9단계로 넘어갑니다.
4. 이름 상자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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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번호 상자에 사이트 관리자가 할당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비밀
번호 찾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밀번호 재설정 방법(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6. ALM에서 마지막으로 작업한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로그인하도록 하려면 이 컴퓨터에서 사용자
의 마지막 도메인 및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로그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ALM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도메인
과 프로젝트를 결정합니다. 자동 로그인을 지정한 경우 ALM이 열립니다.
8. 인증에 실패할 경우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한 다음 다시 시도하십시오.
9. 도메인 목록에서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작업하던 도메인이 표시됩니다.
10. 프로젝트 목록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작업하던 프로젝트가 표시됩
니다.
ALM 서버에 데모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ALM_Demo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목록에서 DEFAULT 선택). 이 프로젝트에는 ALM을 소개하는 샘플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Tutorial을 참조하십시오.
11.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ALM이 열리고 이전 세션에서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모듈이 표시됩
니다.
ALM을 처음으로 실행하면 시작 페이지가 열립니다.

시작 페이지에서 ALM 설명서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LM에 로그인할 때마다 시작 페이
지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다시 표시 안 함을 선택합니다.
12. 종료하고 ALM 로그인 창으로 돌아가려면 창의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ALM 마스터 헤드에서 <도메인,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선택을 선택하여 다른 프로젝트에
로그인합니다.
참고: ALM 사용자 세션이 일정 시간 동안 비활성 상태가 되면 세션이 만료됩니다. 이 때 사
용 중인 라이센스가 릴리스되고 다른 사용자가 릴리스된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션이 만료되면 다시 연결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LM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하
면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이 로드됩니다. 단, 프로젝트 관리자가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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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경하지 않았으면 다시 연결할 때 사용자 지정이 다시 로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르
게 다시 연결하고 마지막 위치에서 이어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구성 탭에서 FAST_RECONNECT_MODE 매개 변수를 수정하여 다시 연결 옵션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증의 경우 다시 연결할 때 반드시 사용자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이 매개 변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비밀번호 재설정 방법
ALM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 설정하고 새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PASSWORD_RESET_DISABLE 사이트 구성 매개 변수에서 비활성화됩니다.

l

LDAP 인증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려면
1. ALM 로그인 창에서 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2. 로그인 이름 상자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ALM 로그인 창에 입력한 이름이 표
시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ALM 사용자 이름에 할당된 전자 메일 주소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새 비밀
번호를 설정하려면 링크를 클릭합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ALM 로그인 창이 열리고 새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메시지를 보는 방법
사이트 관리자는 ALM 프로젝트에 연결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중요 유지 관리 또는 기타
문제를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관리자는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에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메시지를 보려면
1. 사이트 관리자가 메시지를 전송하면 컴퓨터에서 팝업 창이 자동으로 열리고 메시지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2. 둘 이상의 메시지가 있을 경우 이전 메시지 및 다음 메시지 버튼을 사용하여 다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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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공통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LM 공통 영역

45

ALM 옵션

50

ALM 필드

51

ALM 아이콘

52

사용자 속성 페이지

53

기록 내역 지우기 대화 상자

54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

55

오류 세부 정보 보내기 대화 상자

58

ALM 공통 영역
ALM 마스트헤드, 사이드바 및 고정된 항목 패널은 모든 ALM 보기에 공통된 영역입니다.

액세스 방법

공통 영역은 모든 ALM 보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ALM 시작 방법(41페이지)

마스트헤드
현재 도메인, 프로젝트, 사용자 이름을 표시하고 다른 프로젝트, 공통 도구 및 설명서에 액세스하는
버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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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도메인, 프로젝트>

현재 도메인 및 프로젝트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컴퓨터에서 다른 열린 프로젝트로 전환하거나 로그인 창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사용자>

현재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각 ALM 모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 옵션(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팁: 도구 메뉴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페이지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로그아웃

현재 프로젝트에서 로그아웃하고 ALM 로그인 창으로 돌아갑니다.

사이드바
ALM 보기 간 이동하거나 ALM 모듈 간 전환하고 다양한 온라인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영역입니다.
중요 정보

ALM 버전: ALM은 ALM 기능의 하위 집합을 제공하는 여러 버전(ALM Essentials
Edition,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으
로도 제공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
(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이드바가 숨겨져 있으면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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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ALM에서 이전/다음 보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팁: 이전 보기를 탐색한 후에는 앞으로 버튼을 사용합니다.

대시보드

다음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 보기 - 그래프, 보고서 및 Excel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보기 - 여러 그래프를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페이
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

다음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요구 사항

라이브러리 - 라이브러리를 정의하여 프로젝트에서 변경 내용을 추적하거나
프로젝트에서 엔터티를 재사용하거나 여러 프로젝트에서 엔터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클라우드 설정

릴리스 -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의 릴리스 및 주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
다.

요구 사항 - 요구 사항을 계층 트리 구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을 다른 요구 사항, 테스트 또는 결함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가져오고 모델과 해당 구성 요소
의 품질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ALM 라이센
스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 - ALM에 외부 클라우드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클라
우드 계정으로 클라우드 테스트 호스트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템플릿 - 클라우드 호스트 프로비저닝에 사용할 템플릿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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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테스트

다음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l

l

l

l

l

랩 리소스

테스트 리소스 - 테스트 리소스를 계층 트리 구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테
스트 리소스는 테스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구성 요소 - ALM 라이센스에 따라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에도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Business Process
Testing을 사용하여 품질 최적화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계획 - 테스트를 계층 트리 구조에서 개발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테
스트는 요구 사항 및 결함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랩 - 테스트를 관리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랩 관리: 빌드 확인 - 단일 성능 테스트와 연결한 자동 기능 테스트 집합 세트
(빌드 확인 세트라고 함)를 정의하여 종단 간 배포 및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 사용 가능: ALM Edition
랩 관리: 시간 슬롯 -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테스트 리소스에서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테스트 리소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n 사용 가능: Performance Center Edition 및 ALM Edition
테스트 실행 - 테스트 실행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테스트 호스트 - 성능 및 기능 테스트에 대한 호스트의 할당 및 가용성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
십시오.
AUT 환경 - 성능 및 기능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AUT 환경 매개 변수를 관
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Performance Center Edition 및 ALM Edition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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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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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Performance
Center

다음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보고서 - Performance Center 사이트 사용자 및 리소스 사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성능 수명 주기 - 추세 및 PAL(성능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보고서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
십시오.
AUT 호스트 - AUT(테스트 중인 응용 프로그램)를 구성하는 호스트 컴퓨터를 관
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
시오.
토폴로지 - AUT(테스트 중인 응용 프로그램)를 구성하는 논리적 구성 요소와 그
사이의 관계를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추가 온라인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리소스를 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온라인 리소스(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각 ALM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에 대한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참고: 버전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면 HP 지원 사이트
(www.hp.com/go/hpsoftwaresupport)에서 사용 중단 정책을 참조하십
시오.
오류가 발생하면 ALM에서 자세한 시스템 및 사용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전자 메일 첨부 파일로 보낼 수 있으며 ALM 지원 문의 시 유용합니다. 오류 보고
서를 전송하려면 도움말 > 오류 세부 정보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류 세부 정보 보내기 대화 상자(5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메뉴에 URL 주소로 링크되는 사용자 지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기본적으로 외부 웹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ALM 제품 동영상을 사용자
가 로컬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동영상을 서버에 저장한 다음 동영상 인
덱스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만듭니다. 항목을 추가하려면 CUSTOM_HELP_
MENU_LINK 사이트 구성 매개 변수를 정의합니다.
팁: 도움말 메뉴에서 항목 이름을 변경하거나 재정렬 또는 삭제하려면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고정된 항목 패널
고정된 항목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고정한 ALM 항목을 표시하는 패널이 열립니다. 고정된 요구 사
항, 테스트 또는 결함을 클릭하면 빠르게 해당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

요구 사항, 테스트 또는 결함을 고정하려면 항목을 선택한 후 고정/고정 해제
니다. 고정된 항목 탭에 항목이 추가됩니다.

HP ALM (12.00)

버튼을 클릭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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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요구 사항, 테스트 또는 결함을 고정 해제하려면 항목을 선택한 후 고정/고정 해제
릭하거나 탭에서 고정 해제할 항목의 표시를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고정된 항목 패널(1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옵션
액세스 방법
참고 항목

마스트헤드에서

을 클릭합니다.

ALM 공통 영역(45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 창을 열고 프로젝트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
조하십시오.
팁: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 창에서 ALM 비밀번호와 사용자 세부 정
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사용자
속성 페이지(5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지우기

기록 내역 지우기 대화 상자를 열고 프로젝트에서 기록 내역을 지울 수
있습니다. 기록 내역을 지우려면 적절한 사용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기록 내역 지우기 대화 상자(5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관리자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를 열고 프로젝트의 비동기 작업 실행에 대한 상
태와 진행률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
(5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맞춤법 및 문법 검사

맞춤법 검사 옵션 - 맞춤법 검사 옵션 대화 상자를 열고 ALM에서 맞춤
법 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의어 사전 - 동의어 사전 대화 상자가 열리고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관련 단어가 표시됩니다. 선택한 단어로 바꾸거나 새 단어를 찾
아볼 수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텍스트 또는 텍스트 상자의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확인 메시지가 열립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맞춤법 검사
대화 상자가 열리고 맞춤법이 틀린 단어와 제안 단어가 표시됩니다.

새 결함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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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장: ALM 살펴보기

UI 요소

설명

이벤트 로그

Performance Center: 성능 테스트 실행 중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독립 실행형 응용 프로
그램 다운로드

Performance Center: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창을 열고
Performance Center에 필요한 독립 실행형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랩 설정

프로젝트 설정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프로젝트의 랩 관리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Performance Center 버전 및 ALM Edition

Performance Center
Controller 옵션

Performance Center: Performance Center Controller 대화 상자를
열고 Performance Center 프로젝트의 전역 Controller 옵션을 구성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
오.

내 Performance
Center

Performance Center: 내 Performance Center 대화 상자를 열고 일
상적 성능 테스트 활동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ALM 필드
이 섹션에는 ALM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듈 이름

설명

비즈니스 구성 요소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참조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모듈 필드(327페이지)

빌드 확인

빌드 확인 모듈 필드(640페이지)
사용 가능: ALM Edition

결함

결함 모듈 필드(735페이지)

관리

릴리스 모듈 필드(156페이지)
라이브러리 모듈 필드(212페이지)

랩 리소스

HP ALM Lab Management Guide 참조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사용 가능: Performance Center Edition 및 ALM Edition

요구 사항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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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이름

설명

테스트 계획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
Business Process Testing: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참조

테스트 리소스

테스트 리소스 모듈 필드(485페이지)
Business Process Testing: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참조

테스트 실행

테스트 실행 모듈 필드(708페이지)

시간 슬롯

시간 슬롯 모듈 필드(673페이지)
사용 가능: Performance Center Edition 및 ALM Edition

ALM 아이콘
이 섹션에는 ALM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듈 이름

설명

비즈니스 구성
요소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참조

대시보드

대시보드 아이콘(762페이지)

관리

릴리스 모듈 아이콘(155페이지)
라이브러리 모듈 아이콘(212페이지)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모듈 아이콘(262페이지)

테스트 리소스

테스트 리소스 모듈 아이콘(482페이지)

테스트 계획

테스트 계획 모듈 아이콘(393페이지)

테스트 랩

테스트 랩 모듈 아이콘(543페이지)

시간 슬롯

시간 슬롯 모듈 아이콘(675페이지)
사용 가능: Performance Center Edition 및 ALM Edition

빌드 확인

빌드 확인 모듈 아이콘(639페이지)
사용 가능: ALM Edition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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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속성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전체 이름, 비밀번호, 전자 메일 주소, 전화 번호, 설명을 포함한 사용자 속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 지정 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액세스 방법

1. 공통 도구 모음에서 도구 >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2.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 창에서 사용자 속성 링크를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l

l

전자 메일 알림을 수신할 수 있게 하고 사서함에 직접 경보를 보내므로
전자 메일 정보는 중요합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사용자 속성 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돌아가기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 창을 닫고 ALM 창으로 돌아갑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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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사용자 속성의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변경 대화 상자를 열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밀번호의 최대 길이는 20자입니다.
이 필드는 LDAP 또는 외부 인증 사용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ALM 로그인 이름입니다.
참고: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전체 이름/
설명

사용자 세부 정보입니다.

전자 메일

알림과 경보를 전달할 전자 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전화 번호

사용자 전화 번호입니다.

상태

사용자 상태가 활성으로 표시됩니다. 활성 사용자만 ALM 프로젝트에 로
그인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 날짜

사용자 비활성화가 예약된 날짜입니다. 비활성화된 사용자는 ALM 프로
젝트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이 필드는 사이트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으며 읽기 전용입니다.

기록 내역 지우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기록 내역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마스트헤드에서

을 클릭하고 기록 내역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기록 내역을 지우려면 적절한 사용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항목

프로젝트 기록 내역 관리 (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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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엔터티

삭제할 기록 내역이 있는 엔터티입니다.
참고: 모든 엔터티에서 기록 내역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모두를 선택합니
다.

필드

삭제할 기록 내역이 있는 필드입니다.
참고: 선택한 엔터티의 모든 필드에서 기록 내역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모
두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날짜

선택한 날짜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프로젝트의 비동기 작업 실행에 대한 상태와 진행률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선을 만들면 ALM에서 작업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실행됩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이 작업의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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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마스트헤드에서

을 클릭하고 작업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완료된 작업은 2일 후 ALM 작업 관리자에서 지워집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일시 중지 - 현재 선택된 작업을 일시 중지합니다.
참고:
실행 중인 작업만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 현재 선택된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
일시 중지된 작업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단 - 현재 선택된 작업을 중단합니다.
참고:
실행 중인 작업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삭제 - 표에서 현재 선택된 작업을 지웁니다.
참고:
l

l

완료된 작업만 지울 수 있습니다.
작업을 실행한 사용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만 작업을 지울 수 있습니
다.

모두 새로 고침 - 표를 새로 고쳐 최신 작업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동 새로 고침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자동 새로 고침 설정/설정 해제 - 설정 시 표를 5초마다 자동으로 새로 고쳐 최
신 작업 정보를 표시합니다.
필터/정렬 - 필터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 표시된 작업을 필터링 및 정렬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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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장: ALM 살펴보기

UI 요소

설명

필터

현재 표에 적용된 필터를 표시하며 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시작 시간

작업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만든 사람

작업을 실행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유형

작업 유형 - 예: ImportBaseline

설명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업 진행률

작업의 완료 비율 -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 결과가 성공 또는 Failed로 표시됩니
다.

종료 시간

작업이 완료된 시간입니다.

작업 세부 정보

선택한 작업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창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표시/숨기기 화살표

작업 ID

ALM에서 자동으로 할당한 작업의 고유 숫자 ID입니다.

작업 상태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를 클릭합니다.

l

실행 중 -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l

일시 중지 - 사용자가 작업을 일시 중지한 경우입니다.

l

마침 - 작업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참고: 사용자가 작업을 중단할 경우 작업 상태 값은 마침이고 작업 진행률
값은 Fail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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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세부 정보 보내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오류 보고서를 전자 메일 첨부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ALM 지원 센
터 또는 로컬 시스템 관리자에 문의할 때 유용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도움말 > 오류 세부 정보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l

l

l

HP ALM (12.00)

오류 세부 정보 보내기 명령은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 있는 SEND_
EXCEPTION_ENABLED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활성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메일 메시지는 ALM 사용자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수집된 정보가 메일 첨부 파일로 전송됩니다. 전송하기 전에 첨부 파일을 검토
하고 전송하지 않을 파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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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받는 사람

유효한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첨부 파일

첨부 파일에는 시스템의 세부 정보, 오류 발생 시 컴퓨터의 스냅샷, 생성된 로그
파일이 포함됩니다.
내용을 보려면 첨부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전송하지 않을 첨부 파일은 확인란
을 선택 취소합니다.

제목

보고서를 전송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설명

오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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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LM 공통 기능 보기

62

ALM 데이터 표시 방법

62

첨부 파일 수정 방법

66

ALM 데이터 찾기 및 바꾸기 방법

67

ALM 공통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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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공통 기능 보기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는 데이터를 표와 트리로 구성하고 표시합니다. 열
재정렬, 필터링, 정렬, 그룹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에 파일
을 첨부하거나 기록에서 특정 텍스트를 검색하거나 다양한 엔터티의 기록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ALM 표 및 트리에는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가 표시되므로 이 장에 설명된 작업 및 참조는
일부 표 및 트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 데이터 표시 방법(62페이지), 첨부 파일 수정 방법(66페이지) 및
ALM 데이터 찾기 및 바꾸기 방법(6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데이터 표시 방법
이 작업은 ALM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l

기록 필터링(62페이지)

l

기록 정렬(63페이지)

l

기록 그룹화(63페이지)

l

열 정렬 및 크기 조정(63페이지)

l

ALM 기록 내역 표시(63페이지)

기록 필터링
l

ALM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조건과 일치하는 기록만 표시하려면 필터/정렬 설정 버튼
을클
릭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필터 탭에서 하나 또는 여러 조건을 할당합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테스트 랩 모듈에서 상태 필터를 "Failed"로 정의하고 테스터 필터를 "David 또는 Mark"로 설
정합니다. David 또는 Mark가 수행한 테스트 중 실패한 테스트만 표시됩니다.

l

데이터를 계속 드릴다운하려면 상호 필터를 정의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에서 상호 필터 탭을 클릭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연결된 테스트 집합의 상호 필터를 "열림"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러면 열린 테스트 집합에 속한 테스트만 표시됩니다. 또는 연결된 테스트 집합 필터를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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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테스트 집합에 없는 테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터 구성에 대한 사용 사례 시나리오는 복잡한 필터 사용 - 사용 사례 시나리오(64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필터 구성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ALM 온라인 도움말의 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기록 정렬
ALM 트리 및 표에 표시되는 기록의 정렬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록은 추가된 순서에
따라 ALM에 나타납니다. 필터 대화 상자에서 보기 순서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테스트 표에서 설계자 열을 가장 높은 정렬 우선 순위로 할당하면 기록이 설계자 열에 표시된 이
름에 따라 ASCII 정렬 순서로 정렬됩니다. 테스트 이름을 그 다음 우선 순위로 할당하면 설계자
열에 동일한 이름이 할당된 테스트 기록이 테스트 이름에 따라 ASCII 정렬 순서로 정렬됩니다.

기록 그룹화
표 데이터를 지정된 조건에 따라 그룹으로 나눕니다. 필터 대화 상자에서 그룹화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결함 표에서 담당자 열을 가장 높은 그룹화 우선 순위로 선택하면 기록이 담당자 열에 나타나는
이름에 따라 그룹화됩니다. 상태 및 심각도를 각각 그다음 우선 순위로 선택하면, 담당자 열에
동일한 이름이 할당된 결함이 상태에 따라 그룹화되고 그다음으로 심각도에 따라 그룹화됩니
다.

열 정렬 및 크기 조정
ALM에서 표시할 열과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 열 선택을 선택합니다. 열 선택 대화 상자
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열 크기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조정합니다. 너비를 조정하려면 열 제목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클릭한
다음 끕니다.

ALM 기록 내역 표시
ALM 엔터티의 변경 사항 목록을 볼 수 있으며 특정 기준선에 저장된 이전 버전의 엔터티도 볼 수 있
습니다.
기록 내역 탭 또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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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필터 사용 - 사용 사례 시나리오
이 사용 사례 시나리오는 복잡한 필터를 구성 및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이 시나리오와 관련된 작업은 ALM 데이터 표시 방법(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시나리오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

기본 필터 만들기(64페이지)

l

와일드카드로 조건 추가(65페이지)

l

상호 필터 및 부울 연산자를 사용한 드릴다운(65페이지)

l

테스트 인스턴스 그룹화 및 정렬(65페이지)

l

다른 사용자에게 필터 배포(66페이지)

1.

기본 필터 만들기
다음은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 표를 필터링하는 예입니다. 실행 표에 액세스하
려면 실행 표 탭(56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실패한 수동 테스트 인스턴스를 보려고 합니다. 해당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의 도움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한 테스트 인스턴스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n

테스트 인스턴스 필터링 대화 상자에서 유형 필드에 Manual을 지정합니다.

n

상태 필드의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에서 Failed 상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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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인스턴스 필터링 대화 상자 상단에 표시된 필터 설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2.

와일드카드로 조건 추가
가장 먼저 패턴을 확인합니다. 실패한 테스트 인스턴스의 대부분이 항공 예약 시스템에 대한 로
그인 또는 로그아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및 로그아웃과 관련되지 않은 테스트 인스턴
스는 필터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테스트: 테스트 이름 필드의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에서 *log*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이름에
log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은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는 테스트 인스턴스는 필터링에서 제외됩니
다.
필터 설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3.

상호 필터 및 부울 연산자를 사용한 드릴다운
이 때 로그인 및 로그아웃 절차에 대해 작업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작업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기 위해 실패한 테스트 인스턴스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구 사항이 적용된 테스트
인스턴스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선 순위가 여러 모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필터를 정의합니다.
a. 테스트 인스턴스 필터링 대화 상자에서 상호 필터 탭을 클릭합니다.
b. 요구 사항 섹션에서 <정의된 필터 없음> 옆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c.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우선 순위 필드 값을 설정합니다. 가장 높은 4-매우 높음 또는 5긴급, 두 가지 우선 순위의 요구 사항만 필터에 포함하려고 하므로 둘 사이에 Or 연산자를 삽
입합니다.
필터 설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4.

테스트 인스턴스 그룹화 및 정렬
테스트 인스턴스 필터링 대화 상자에서 정렬 순서 및 그룹화 탭을 클릭하여 실행 표에서 나머지
테스트 인스턴스를 표시할 순서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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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테스트 인스턴스를 테스트 설계자별로 그룹화하고 테스트 인스턴스 이름별로 정렬
하려는 경우 필터 설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5.

다른 사용자에게 필터 배포
복잡한 필터를 만든 후 저장해서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테스트 인스턴스 필터링 대화 상자에서 필터 설정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 설정이 클
립보드에 텍스트로 복사됩니다. 클립보드의 내용을 전자 메일에 붙여넣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자신의 ALM 클라이언트에서 테스트 인스턴스 필터링 대화 상자를 열고 필터
설정 붙여넣기

버튼을 클릭하여 동일한 복잡한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수정 방법
이 작업에서는 ALM 첨부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첨부 파일을 열면 ALM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로컬 디렉터리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연
결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엽니다. 첨부 파일을 변경한 후에는 두 번 저장해야 합니다. 우선 응용 프로
그램에서 첨부 파일의 로컬 복사본을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ALM 프로젝트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합
니다.
첨부 파일을 수정하려면
1. 선택한 ALM 기록의 첨부 파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선택한 첨부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에서 로컬 복사본이 열립니다.
3. 첨부 파일을 수정합니다.
4. 응용 프로그램에서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첨부 파일의 로컬 복사본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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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 파일을 닫습니다.
6. ALM에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로컬 복사본을 ALM 프로젝트로 업로드합니다.

ALM 데이터 찾기 및 바꾸기 방법
다음 단계에서는 ALM 데이터를 찾고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l

기록 검색(67페이지)

l

기록 바꾸기(67페이지)

기록 검색
찾기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트리 또는 표의 특정 필드 값을 기준으로 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폴
더에서 특정 하위 폴더 또는 기록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찾기 대
화 상자(8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면 키워드 및 키워드 변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편집 > 텍스트 검색
을 선택합니다. 창 아래쪽에 텍스트 검색 창이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텍스트 검
색 창(8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록 바꾸기
바꾸기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트리 또는 표에서 선택한 기록 또는 모든 기록의 필드 값을 바꿀 수 있
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바꾸기 대화 상자(8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표 또는 트리에서 여러 기록의 필드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98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ALM 공통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터 대화 상자

68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

78

사용자 목록 대화 상자

80

찾기 대화 상자

81

바꾸기 대화 상자

83

텍스트 검색 창

84

기록 내역 탭

86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

88

첨부 파일 페이지

92

스냅샷 대화 상자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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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

95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

98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

99

고정된 항목 패널

101

필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ALM 데이터를 필터링, 정렬, 그룹화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록
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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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팁: 필터링 및 정렬 설정을 즐겨찾기 보기로 저장한 다음 필요에 따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보기를 저장하려면 즐겨찾기 > 즐겨찾
기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즐겨찾기에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114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ALM 버전: 일부 필드와 기능은 ALM Essentials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
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 데이터 표시 방법(62페이지)

참고 항목

ALM 공통 기능 보기(62페이지)
복잡한 필터 사용 - 사용 사례 시나리오(64페이지)

필터링 대화 상자 공통 요소
공통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필터 지우기 - 필터 대화 상자에 정의된 설정별로 필터, 정렬, 그룹
을 지웁니다.
필터 설정 복사 - 설정별 필터, 정렬, 그룹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
다.
필터 설정 붙여넣기 - 설정별 필터, 정렬, 그룹을 클립보드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붙여넣습니다. 설정을 전자 메일 또는 텍스트 파일에 붙
여 넣어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l

l

HP ALM (12.00)

다른 프로젝트로 붙여 넣으려면 설정을 붙여 넣으려는 프로
젝트로 로그인하고 적절한 모듈을 표시한 다음 필터 대화 상
자를 엽니다. 필터 설정 붙여넣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 메일 또는 텍스트 파일로 붙여 넣으려면 대상 응용 프
로그램의 붙여넣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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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유형

선택한 엔터티 유형별로 필터를 정의합니다.

요구 사항 유형(요구 사항)

유형 상자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
자가 열립니다. 유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필터 조건 탭
에 관련 필드 이름이 표시됩니다.

하위 유형 ID(구성 요소)

참고: 특정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 필드> 숨기기

엔터티 필드를 숨깁니다. 필터 조건이 설정되지 않은 필드만 숨겨집
니다.
참고: 특정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모듈 > 요구 사항 - 위험 기반 품질 관리와 관련된 필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테스트 랩 모듈 > 실행 표 > 테스트 인스턴스 - 테스트 필드 및/또는
테스트 구성 필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필터 탭
이 탭에서 ALM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록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요구 사항 트리: 요구 사항 트리에서 필터링하는 경우 필터링된 엔터
티의 상위 항목 중 필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트리에서
이 표시됩니다.

l

l

l

테스트 계획 트리/테스트 집합 트리: 테스트 계획 또는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필터링하는 경우 트리에서 필터에 해당하지 않는 폴더는 트
리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필터가 적용된 후 빈 폴더는 표시되지 않습
니다.
버전 제어: 버전 제어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은
버전 제어 필드별 필터링 방법(12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숨기기: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 데이터 숨기기 탭에서 필터링
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
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 데이터 표시 방법(62페이지)

참고 항목

ALM 공통 기능 보기(6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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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필드 이름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필드를 나열합니다.
팁: 필드 이름 열에서 필드를 검색하려면 필드 이름 열의 상자를 클릭하
고 필드 이름의 첫 번째 문자를 입력합니다. ALM에서는 가장 먼저 검색
된 필드가 강조 표시됩니다.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l

요구 사항 모듈 필드(264페이지)

l

HP ALM Lab Management Guide

l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l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

l

테스트 리소스 모듈 필드(485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

l

시간 슬롯 모듈 필드(673페이지)

l

빌드 확인 모듈 필드(640페이지)

l

결함 모듈 필드(735페이지)

l

Business Process Testing:
n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에 있는 비즈니스 구성 요
소 모듈 필드

n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에 있는 Business
Process Testing용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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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필드 조건

필드의 필터 조건을 정의합니다.
해당하는 필터 조건 상자를 클릭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필터 조건 상자에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l

l

두 단어 이상의 항목을 입력할 경우 큰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ogin Boundary 테스트를 검색하려면 조건 상자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login boundary"
항목의 일부만 입력할 경우 별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Login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테스트를 검색하려면 조건 상자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login*. Insert New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모든 테
스트를 검색하려면 조건 상자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insert
new*"

l

빈 필드를 지정하려면 ""를 입력합니다.

l

비어 있지 않은 필드를 지정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not ""

l

l

필터 조건에 부울 연산자(And, Or, Not) 및 관련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 또는 관계형 연산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면 큰따옴표
로 묶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yTest>라는 테스트를 검색하려면
"<MyTest>"를 입력합니다.

상호 필터 탭
이 탭에서는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집합, 결함 등 연결된 항목에 두 번째 필터를 정의할 수 있습
니다.
중요 정보

상호 필터 탭 및 해당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존재 여부는 ALM 모듈에 따
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ALM 데이터 표시 방법(62페이지)

참고 항목

ALM 공통 기능 보기(62페이지)

HP ALM (12.00)

72/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경보

경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l

l

l

l

l

결함

경보를 포함하는 결함 표시 - 트리거된 경보를 기준으로 결함을 필터
링합니다. 이 옵션은 결함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보를 포함하는 모델 표시 - 트리거된 경보를 기준으로 비즈니스 프
로세스 모델 엔터티를 필터링합니다. 이 옵션은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
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보를 포함하는 요구 사항 표시 - 트리거된 경보를 기준으로 요구 사
항을 필터링합니다. 이 옵션은 요구 사항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경보를 포함하는 테스트 인스턴스 표시 - 트리거된 경보를 기준으로
테스트 인스턴스를 필터링합니다. 이 옵션은 테스트 랩 모듈의 실행
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보를 포함하는 테스트 표시 - 트리거된 경보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필터링합니다. 이 옵션은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l

l

l

요구 사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링크된 결함을 기준으로 요구 사항
을 필터링합니다. 요구 사항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결함을 기준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를 필터링합
니다.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링크된 결함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필
터링합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링크된 결함을 기준으로 테스트 집합
을 필터링합니다.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모델 활동

포함된 활동을 기준으로 모델을 필터링합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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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모델 경로

포함된 경로를 기준으로 모델을 필터링합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l

l

l

링크된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를 필터
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필터링합니다. 테스트 계획 모
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를 기준으로 테스트 인스턴스를
필터링합니다. 테스트 랩 모듈의 실행 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결함을 필터링합니다. 결함 모듈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테스트를 필터링하려면 요구 사항 적용 범위
를 가지지 않는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중복 테스트 또는 요구
사항 적용 링크가 없는 테스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추적 원본

추적 원본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요구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요구 사항 모
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추적 대상

추적 대상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요구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요구 사항 모
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실행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l

테스트 실행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필터링합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을 기준으로 테스트 인스턴스를 필터링합니다. 테스트 랩
모듈의 실행 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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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테스트 구성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l

l

테스트 구성을 기준으로 요구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요구 사항 모듈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구성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필터링합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구성을 기준으로 테스트 집합을 필터링합니다. 테스트 랩 모듈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조건

테스트 조건을 기준으로 요구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요구 사항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조건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
로세스 테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인스턴스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를 기준으로 테스트 집합을 필터링합니다. 테
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트리에 적용된 필터는 실행 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l

테스트가 포함된 테스트 집합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필터링합니다. 테
스트 계획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인스턴스가 포함된 테스트 집합을 기준으로 테스트 인스턴스
를 필터링합니다. 테스트 랩 모듈의 실행 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에 속하지 않는 테스트를 필터링하려면 어떤 테스트 집합에
도 속하지 않은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실행된 적이 없는 테스
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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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테스트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l

l

l

적용된 테스트를 기준으로 요구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요구 사항 모듈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테스트를 기준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를 필터링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테스트를 기준으로 테스트 집합을 필터링합니다. 테스트 랩 모
듈의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테스트를 기준으로 결함을 필터링합니다. 결함 모듈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없음>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탭(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보기 순서 탭
이 탭에서는 ASCII 정렬 순서에 따라 기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보기 순서 탭 및 해당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존재 여부는 ALM 모듈
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기 순서 탭은 숫자로 시작하는 기록보다 공백 또는 문자로 시작하는 기
록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런 다음 대문자를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소문
자를 고려합니다.

관련 작업

ALM 데이터 표시 방법(62페이지)

참고 항목

ALM 공통 기능 보기(6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 가능한 필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필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정렬된 필드

현재 정렬 우선 순위에 할당된 필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정렬된 필드 창에서 정렬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팁: 필드 이름을 위아래로 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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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사용 가능한 필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필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선택한 필드를 사용 가능한 필드와 정렬된 필드 사이에서 이동합니다.
팁: 창 사이에서 필드 이름을 끌거나 필드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다른
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필드를 사용 가능한 필드와 정렬된 필드 사이에서 이동합니다.
정렬된 필드 창에서 선택한 필드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
다.

그룹화 탭
이 탭에서는 지정된 조건에 따라 표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LM에서는 기록을 그룹화
하는 데 적용할 기준 정보를 결정하고 표시할 계층 구조 순서를 설정하여 대량의 데이터 집합을 더 쉽
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l

l

l

그룹화 탭 및 해당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존재 여부는 ALM 모듈에 따
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룹화 탭은 표 보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머리글을 선택하고 전체 그룹에서 ALM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 기록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면 C TRL 또는 SHIFT를 사용하여 기록을 선
택합니다.
여러 값이 포함된 필드를 기준으로 기록을 그룹화할 경우 각 값의 정보가
전체 값으로 그룹화됩니다. 이 값이 그룹화 범주입니다. 예를 들어,
English 및 French가 포함된 값은 English;French로 한 번만 그룹
화되며 별도의 English 및 French 범주로 그룹화되지 않습니다. 여러 값
을 허용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목록별 그룹에는 사용자 목록 또는 조회 목록 유형 필드와 연결된 시스템
및 사용자 정의 필드만 표시됩니다. 필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 데이터 표시 방법(62페이지)

참고 항목

ALM 공통 기능 보기(6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항목 그룹화 기준

선택한 필드에 따라 기록을 그룹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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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다음 기준

추가 필드를 기준으로 기록을 그룹화합니다.
참고: 기록을 둘 이상의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할 경우 표시하려는 계
층 구조 순서로 필드를 선택하십시오. 이미 선택한 필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룹화 선택을 지우고 없음으로 변경합니다.
참고: 하위 그룹화가 정의되어 있는 그룹을 지울 경우 하위 그룹이 한
단계 위로 이동하고 마지막 그룹은 없음으로 변경됩니다.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필드에 대한 필터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중요 정보

참고 항목

HP ALM (12.00)

필터 대화 상자를 엽니다. 필터 탭에서 필터 조건 상자를 클릭합니다. 드롭
다운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표 보기에서 열 이름 아래의 표 필터 상자를 클릭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상위 항목 필드를 선택하면 필터 조건 선택 대
화 상자에 요구 사항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된 요구 사항 트리가 표시됩니다.
요구 사항 트리에서 요구 사항을 선택하면 조건 상자에 전체 경로가 표시됩니
다. 필터를 적용하면 이 요구 사항에 종속된 요구 사항만 표시됩니다.
l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

l

사용자 목록 대화 상자(8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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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조건

현재 필드의 필터 조건을 나타냅니다.
참고:
l

l

두 단어 이상의 항목을 입력할 경우 큰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Login Boundary 테스트를 검색하려면 조건 상자에 다음을 입력
합니다. "login boundary"
항목의 일부만 입력할 경우 별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Login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테스트를 검색하려면 조건 상자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login*. Insert New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모든 테
스트를 검색하려면 조건 상자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insert
new*"

l

빈 필드를 지정하려면 ""를 입력합니다.

l

비어 있지 않은 필드를 지정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not ""

l

l

필터 조건에 부울 연산자(And, Or, Not) 및 관련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논리 연산자 또는 관계형 연산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면 큰따옴표
로 묶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yTest>라는 테스트를 검색하려면
"<MyTest>"를 입력합니다.

필터 조건을 지웁니다.
<필드 값 창>

현재 필드에 필터 조건을 정의할 때 사용 가능한 값이 표시됩니다. 조건 상자에
추가할 값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 값을 사용하여 필드를 선택하면 <조건 창>에 사용자 목록이 표시
됩니다. 이 목록에서 사용자를 정렬하거나 사용자를 검색하거나 사용자 그룹
별로 사용자를 그룹화하거나 목록 또는 그룹 트리에서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목록 대화 상자(8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트리에서 선택해야 하는 값을 사용하여 필드를 선택하는 경우 <필드 값 창> 에
검색 필드와 새로 고침 버튼이 표시됩니다.
참고: 계층 구조 목록에 나타나는 일부 항목에는 하위 목록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이러한 항목 앞에는 폴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하위 목록에서 항
목을 선택하려면 폴더를 두 번 클릭하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HP ALM (12.00)

7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UI 요소

설명

<논리 식 창>

논리 식을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울 및 관계형 연산자가 표시됩니다.
And - 이 연산자가 구분하는 모든 조건이 포함된 모든 항목을 검색합니다.

l

Or - 이 연산자가 구분하는 조건이 하나라도 포함된 모든 항목을 검색합니
다.

l

l

Not - 이 연산자 다음의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 모든 항목을 검색합니다.

l

( 및 ) - 부울 구문을 결합하고 관계를 고려할 순서를 표시하는 그룹화 조건

l

< 다음보다 작음 - 이 연산자 다음의 조건보다 작은 항목을 검색합니다.

l

> 다음보다 큼 - 이 연산자 다음의 조건보다 큰 항목을 검색합니다.
<= 다음보다 작거나 같음 - 이 연산자 다음의 조건보다 작거나 같은 항목을
검색합니다.

l

>= 다음보다 크거나 같음 - 이 연산자 다음의 조건보다 크거나 같은 항목을
검색합니다.

l

= 같음 - 이 연산자 다음의 조건과 같은 항목을 검색합니다.

l

사용자 목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목록을 정렬하
거나 사용자를 검색하거나 사용자 그룹별로 사용자를 그룹화하고 목록 또는 그룹 트리에서 사용자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표 또는 트리에서 사용자 이름 값이 포함된 열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화
살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목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l

l

참고 항목

HP ALM (12.00)

사용자 목록을 사용자 이름 또는 전체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
림차순으로 정렬하려면 이름 또는 전체 이름 열 제목을 클릭합니다. 정렬
순서를 반대로 하려면 열 제목을 다시 클릭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조건을 정의할 경우 현재 사용자([CurrentUser] 선택)
또는 전체 사용자 그룹([Developer] 선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

80/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찾기 - 사용자 이름 또는 전체 이름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ALM에서
찾기 상자에 사용자 이름(또는 이름의 일부)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
다. 검색 문자열이 포함된 첫 번째 기록이 강조 표시됩니다. 검색 문자열이 포함
된 다음 기록을 찾으려면 F3을 누릅니다.
팁: 이름 열 아래에서 사용자 이름의 첫 번째 문자를 입력하여 점진적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좁히려면 추가 문자를 입력합니다.
ALM에서 검색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를 입력하는 즉시 검색이 시작되고 검
색 문자열의 모든 문자열과 일치하는 첫 번째 기록이 강조 표시됩니다.

이름

ALM 로그인 이름입니다.

전체 이름

사용자의 전체 이름입니다.

그룹별 보기

사용자를 사용자 그룹별로 표시합니다.

찾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면 트리 또는 표에서 특정 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필드 값을 기준으
로 기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 폴더에서 특정 하위 폴더 또는 기록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편집 > 찾기를 선택합니다.

l

실행 표에서 테스트 > 찾기를 선택합니다.

l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편집 > 폴더/테스트 집합 찾기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스트 리소스,
테스트 랩, 결함
중요 정보

l

l

트리 또는 표에 필터를 적용하면 현재 표시된 기록에서만 검색이 수행됩니
다.

팁: 텍스트 검색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키워드 및 키워드 변
형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검색 창(84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 데이터 찾기 및 바꾸기 방법(67페이지)

참고 항목

바꾸기 대화 상자(83페이지)

HP ALM (12.00)

8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찾을 폴더

트리에서 선택한 폴더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구성 요소 트리, 테스트 계획 트리, 테스트 리소스 트리, 테스트 집
합 트리

찾을 필드

ALM에서 검색할 필드를 나타냅니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모듈, 모든 모듈 표 보기

찾을 값

ALM에서 검색할 필드 값입니다. 검색 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검색 대상

ALM에서는 폴더만, 개별 기록만, 또는 폴더와 개별 기록 모두에서 검색합니
다.
사용 가능: 구성 요소 트리, 테스트 계획 트리, 테스트 리소스 트리, 테스트 집
합 트리

정확히 일치

지정된 검색 문자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포함된 기록을 찾습니다.
참고: 찾을 필드 요소가 결함 ID와 같은 숫자 필드 또는 설명과 같이 서식
있는 텍스트가 포함된 텍스트 필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와일드카드 사용

항목의 일부만 입력하기 위해 검색 문자열에 별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참고: 찾을 필드 요소가 결함 ID와 같은 숫자 필드 또는 설명과 같이 서식
있는 텍스트가 포함된 텍스트 필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대/소문자 구분

ALM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참고: 찾기 필드 요소가 결함 ID와 같은 숫자 필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활
성화되지 않습니다.
트리 보기에서 지정된 값을 검색합니다. 검색에 성공하면 검색 결과 대화 상
자가 열리고 일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트리에서 기록을
강조 표시하려면 목록에서 결과를 선택하고 이동을 선택합니다. 검색에 실패
하면 정보 상자가 열립니다.
표에서 지정된 값과 일치하는 다음 기록을 검색합니다. 검색에 성공하면 표에
서 일치하는 기록이 강조 표시됩니다. 검색에 실패하면 정보 상자가 열립니
다.

찾을 이름

HP ALM (12.00)

ALM에서 검색할 이름 필드의 값입니다. 검색 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
니다. 결과에는 검색 문자열이 이름 필드의 값 또는 값의 일부와 일치하는 기
록이 포함됩니다.

82/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바꾸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트리 또는 표에서 필드 값을 찾아 바꿀 수 있습니다. 트리 또는 표에서 선택
한 기록 또는 모든 기록의 필드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표 보기에서 편집 >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l

실행 표에서 테스트 >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트리 또는 표에 필터를 적용하면 현재 표시된 기록에서만 검색 및 바꾸기가 수
행됩니다.

관련 작업

ALM 데이터 찾기 및 바꾸기 방법(67페이지)

참고 항목

l

찾기 대화 상자(81페이지)

l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9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찾을 필드

ALM에서 검색할 필드를 나타냅니다.
버전 제어: 버전이 없는 필드의 경우(필드 데이터가 각각의 버전으로 저장되
지 않음을 의미) 찾을 필드 목록의 필드 이름 접두사로 별표(*)가 표시됩니다.
버전이 없는 엔터티에 대한 바꾸기 작업을 수행할 경우 체크 아웃 작업이 우
회됩니다. 버전이 있는 필드/버전이 없는 필드를 설정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찾을 값

ALM에서 검색할 필드 값입니다.

바꿀 내용

바꾸기 필드 값을 나타냅니다.

정확히 일치

지정된 검색 문자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포함된 기록을 찾습니다.
참고: 찾을 필드 요소가 결함 ID와 같은 숫자 필드 또는 설명과 같이 서식
있는 텍스트가 포함된 텍스트 필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와일드카드 사용

항목의 일부만 입력하기 위해 검색 문자열에 별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참고: 찾을 필드 요소가 결함 ID와 같은 숫자 필드 또는 설명과 같이 서식
있는 텍스트가 포함된 텍스트 필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HP ALM (12.00)

83/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UI 요소

설명

찾을 필드

ALM에서 검색할 필드를 나타냅니다.
버전 제어: 버전이 없는 필드의 경우(필드 데이터가 각각의 버전으로 저장되
지 않음을 의미) 찾을 필드 목록의 필드 이름 접두사로 별표(*)가 표시됩니다.
버전이 없는 엔터티에 대한 바꾸기 작업을 수행할 경우 체크 아웃 작업이 우
회됩니다. 버전이 있는 필드/버전이 없는 필드를 설정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찾을 값

ALM에서 검색할 필드 값입니다.

대/소문자 구분

ALM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참고: 찾기 필드 요소가 결함 ID와 같은 숫자 필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활
성화되지 않습니다.

바꾸기

선택한 기록에 지정된 필드 값을 바꿉니다.

모두 바꾸기

표에 표시된 모든 기록에 지정된 필드 값을 검색하여 바꿉니다.

다음 찾기

표에서 지정된 값과 일치하는 다음 기록을 검색합니다. 검색에 성공하면 표에
서 일치하는 기록이 강조 표시됩니다. 검색에 실패하면 정보 상자가 열립니
다.

텍스트 검색 창
이 창을 사용하여 사전 정의된 필드에서 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편집 > 텍스트 검색을 선택합니다. 창 아래쪽에 텍스트 검색 창이 열립니다.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결함

중요 정보

l

l

l

텍스트 검색은 프로젝트에 활성화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LM 사이트 관리자에 문의하십시오.
검색 가능한 텍스트 필드는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에 사전 정의되어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버전 제어: ALM에서는 체크 인된 버전만 검색합니다.

관련 작업

ALM 데이터 찾기 및 바꾸기 방법(67페이지)

참고 항목

찾기 대화 상자(81페이지)

HP ALM (12.00)

84/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검색 대상

찾을 키워드를 나타냅니다.
구문 예외:
텍스트 검색 시 관사(a, an, the), 접속사(and, but, for, nor, or), 부울 연
산자(and, or, not, if, or, then)를 무시합니다.

l

검색 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l

참고:
l

l

위치

키워드를 입력하면 ALM에서 키워드 또는 키워드 변형에 대해 사전
정의된 필드가 검색됩니다. 예를 들어, log를 입력하면 log, logs,
logging, logged가 포함된 필드가 검색됩니다. login 또는
logical은 이 단어의 변형이 아니므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하나 이상의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기록이 결과에 포함됩니다.

테스트 또는 설계 단계에서 텍스트 검색을 활성화합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계획 모듈

현재 필터로 제한

모듈에서 모든 기록을 검색할지 또는 필터링된 기록에서만 검색할지를 나타
냅니다.

검색

사전 정의된 필드에서 텍스트 검색을 수행하고 검색 결과를 관련성 순서로
표시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열 표시 방법 및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검색 가능한 필드 -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에 사전 정의된 검색 필드 목록을
표시합니다.
엔터티로 이동 - 기록 세부 정보를 표시하려면 기록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
릭합니다.
팁: 또는 기록을 선택하고 <기록 ID> 또는 <기록 이름> 링크를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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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모듈 필드>

요구 사항 - 요구 사항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
구 사항 모듈 필드(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계획 -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결함 - 결함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함 모듈 필
드(73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usiness Process Testing: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필
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의 비
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항목

검색 결과에서 선택한 항목 수 및 검색된 항목의 총 개수

기록 내역 탭
이 탭을 사용하여 현재 선택된 엔터티에 대한 변경 내용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가 나
타나는 기준선의 기록 내역도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기록 내역 탭 또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필드에 대한 변경 내용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 데이터 표시 방법(62페이지)

기준선 탭
이 탭에는 특정 기준선에 저장된 엔터티의 이전 버전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준선 탭(222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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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탭
버전 제어: 프로젝트에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경우 이 탭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전 탭(133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감사 로그 탭
이 탭에는 변경 날짜 및 시간과 엔터티를 변경한 사용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참고: 요구 사항 모듈에서는 요구 사항의 대상 릴리스 및 대상 주기 필드의 기록 내역이 기록되
지 않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필드

표에 표시할 필드 변경 내용을 지정합니다. 모든 필드에 대한 변경 내용을 보려
면 <모두>를 선택합니다.
표에 표시된 모든 변경 내용을 확장 또는 축소합니다.

필드 이름

변경 중 수정되는 필드입니다.

이전 값

이전 필드 값입니다.

새값

현재 필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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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엔터티에 대한 전자 메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메시지에 수신자가 엔터티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됩니다.

액세스 방법

하나 이상의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전자 메일로 보내기 화살표
다음 중 한 가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l

l

HP ALM (12.00)

를 클릭하고

전자 메일로 보내기 - 목록에서 선택한 수신자에게 전자 메일을 보냅니다.
<특정 수신자>에게 전자 메일로 보내기 - 특정 수신자에게 전자 메일을 보냅
니다. 예를 들어, 요구 사항을 작성한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려면 요구
사항 모듈에서 작성자에게 전자 메일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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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다음 내용이 전자 메일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n

엔터티에 대한 링크

n

엔터티 요약

n

보낸 사람 주석("추가 주석"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하여 지정)

n

세부 정보

추가 항목을 포함하려면 UI 요소 "포함"을 참조하십시오.
l

기본적으로 보내기를 클릭하면 전자 메일이 전송 대기열에 (비동기적으로) 추
가되고,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 작업이 실패하면 메일이 전송되
지 않았다는 전자 메일이 수신됩니다.
메일을 동기적으로 보내려면(보내기 작업이 즉시 시도됨을 의미, 완료 시 계속
작업할 수 있음)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ASYNC_MAIL_ENABLED
매개 변수를 편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l

l

l

기본적으로 ALM은 전자 메일을 HTML 형식으로 보냅니다. 전자 메일을 대신
일반 텍스트로 보내려면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MAIL_FORMAT
매개 변수를 편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전자 메일 메시지에 포함되는 엔터티에 대한 링크에는 기본 메일
서버 호스트 이름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한 경로가 포함됩니다. 다른 메일 서버
에 대한 링크 경로를 수정하려면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ENTITY_
LINK_HOST 및 ENTITY_LINK_PORT 매개 변수를 편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전자 메일 첨부 파일의 최대 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
크기가 지정된 값보다 크면 전자 메일이 첨부 파일 없이 전송됩니다. 첨부 파
일 크기 제한을 수정하려면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에서 ATTACH_MAX_
SIZE 매개 변수를 편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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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사용자 지정 - 필드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전자 메일에 표시할 필드를 결정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받는 사람/참조

유효한 전자 메일 주소 또는 사용자 이름을 나타냅니다. 또는 받는 사람 버튼
또는 참조 버튼을 클릭하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받는 사람 선택 대화 상자
가 열립니다. 전자 메일을 보낼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제목

전자 메일의 제목입니다.
기본값: 도메인, 프로젝트, 엔터티 ID(해당하는 경우), 엔터티 이름이 표시
됩니다.

항목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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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포함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l

활동 -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l

첨부 파일

l

설계 단계 -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l

기록 내역

l

링크 -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l

경로 -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l

스냅샷 -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l

테스트 적용 범위 - 요구 사항 모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l

추적된 요구 사항 - 요구 사항 모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l

실행 단계 - 사용 가능:
n

테스트 랩 모듈

n

실행이 결함에 링크된 경우 결함 모듈의 링크된 엔터티 탭

실행 - 사용 가능:

l

n

테스트 인스턴스의 테스트 랩 모듈

n

테스트 인스턴스가 결함에 링크된 경우 결함 모듈의 링크된 엔터티 탭

참고:
l

l

추가 주석

위 항목 중 하나를 포함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 엔터티에 대한 매개
변수가 있고 매개 변수에 값이 있으면 전자 메일에 매개 변수도 포함
됩니다.
포함 옵션은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 메일에 대한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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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을 지정된 메일 그룹에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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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ALM 기록에 첨부 파일을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 URL, 응용 프로그램
의 스냅샷, 클립보드의 항목, 시스템 정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도구 모음에서 첨부 파일 버튼

을 클릭합니다.

l

대화 상자 사이드바에서 첨부 파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l

첨부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ALM에서 첨부 파일을 추가하면 기록에 첨부 아이콘 이 추가됩니다. 이 아이콘
을 클릭하면 첨부 파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첨부 파일 수정 방법(6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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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파일 - 대화 상자를 열고 ALM 기록에 파일 첨부를 추가할 수 있습니
다.
팁: 기록에 첨부 파일로 전자 메일을 추가하려면 데스크톱에서
전자 메일을 저장한 다음 열기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추가합니
다.
URL -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첨부 대화 상자를 열고
ALM 기록에 URL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HTTP, FTP,
Gopher, News, Mailto, File과 같이 유효한 URL 구성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 스냅샷 대화 상자를 열고 응용 프로그램 이미지를 ALM 기
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냅샷 대화 상자(94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스냅샷 첨부 파일에 .jpg 확장명이 할당됩니다.
시스템 정보 -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ALM 기록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 첨부 파일에 .tsi 확장명이 할당됩니다.
클립보드 - 클립보드 내용을 ALM 기록을 첨부합니다.
텍스트 문자열 또는 이미지를 클립보드로 복사한 다음 클립보드 버
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문자열에 .txt 확장명이 할당됩니다. 이미
지에는 .jpg 확장명이 할당됩니다.
다운로드 후 열기 - 선택한 첨부 파일을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로컬
디렉터리로 다운로드한 다음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에서 엽니다. 연
첨부 파일을 보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항목 업로드 - 수정한 첨부 파일을 ALM 프로젝트로 업로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수정 방법(66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첨부 파일 저장 - 선택한 첨부 파일의 복사본을 클라이언트 컴퓨터
에 저장합니다.
참고: 첨부 파일을 새 엔터티에 추가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선택한 항목 삭제 - 선택한 첨부 파일을 삭제합니다. 둘 이상의 첨부
파일을 선택하려면 C TRL 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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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UI 요소

설명
모두 새로 고침 - 페이지에서 첨부 파일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이름

첨부 파일 이름 - 첨부 파일과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이
름 옆에 나타납니다. 첨부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크기

첨부 파일의 크기입니다.

수정한 날짜

첨부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입니다.

설명

첨부 파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
자를 클릭합니다.

스냅샷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캡처해서 ALM 기록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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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첨부 파일 페이지에서 스냅샷 버튼

을 클릭합니다.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에서 스냅샷 탭을 클릭한 다음 스냅샷 버튼
클릭합니다.

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카메라 아이콘을 캡처할 개체로 끌어 놓습니다.

축소

캡처한 이미지의 확대 수준을 줄입니다.

확대

캡처한 이미지를 확대합니다.

일반

캡처한 이미지의 원래 확대 수준으로 복원합니다.

<이미지 영역>

캡처한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첨부

스냅샷을 ALM 기록에 추가합니다.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
열 선택 대화 상자에서는 ALM에서 표시할 열과 표시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드 선택 대화 상자에서는 다른 사용자에게 엔터티에 대한 전자 메일을 보낼 때 표시할 필드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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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액세스 방법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보기 > 열 선택을 선택합니다.

l

실행 표에서 테스트 > 열 선택을 선택합니다.

필드 선택 대화 상자를 선택합니다.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HP ALM (12.00)

ALM 버전: 일부 필드와 기능은 ALM Essentials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
(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LM 데이터 표시 방법(6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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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유형

사용 가능한 열 목록에서 선택한 테스트 유형과 관련된 테스트 필드를 표시
합니다.
참고: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 랩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유형

사용 가능한 열 목록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 유형과 관련된 요구 사항 필드
를 표시합니다.
참고: 요구 사항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 기반 품질 관리
열 숨기기

사용 가능한 열 목록에서 위험 기반 품질 관리와 관련된 요구 사항 필드를
숨깁니다.
참고: 요구 사항 모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열

현재 표시되지 않은 열이 나열됩니다.
선택한 필드를 사용 가능한 열과 표시 열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팁: 창 사이에서 필드 이름을 끌거나 필드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다른
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필드를 사용 가능한 열과 표시 열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표시 열

현재 표시된 열이 나열됩니다.
참고:

아이콘이 표시된 열은 표시 열 목록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표시 열에서 열 이름을 표시할 순서를 설정합니다.
팁: 열 이름을 위아래로 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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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표 또는 트리에서 여러 기록의 필드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선택한 여러 기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를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테스트 표만 해당), 테스트 랩(실행
표 탭), 빌드 확인, 결함

관련 작업

ALM 데이터 찾기 및 바꾸기 방법(67페이지)

참고 항목

바꾸기 대화 상자(8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업데이트 필드

업데이트할 필드를 식별합니다.
버전 제어: 버전이 없는 필드의 경우(필드 데이터가 각각의 버전으로 저장
되지 않음을 의미) 업데이트 필드 목록의 필드 이름 접두사로 별표(*)가 표
시됩니다. 버전이 없는 엔터티에 대해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할
경우 체크아웃 작업이 우회됩니다. 버전이 있는 필드/버전이 없는 필드를
설정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
를 참조하십시오.

값

선택한 필드의 대체 값입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값의 수 및 업데이트되지 않은 값의 인스턴스 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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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새 테스트, 테스트 구성 및 결함을 정의할 때 특정 필드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대화 상자에서
l

새 테스트 대화 상자

l

새 테스트 구성 대화 상자

l

새 결함 대화 상자

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 모듈: 테스트 계획 및 결함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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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중요 정보

l

각 사용자가 각 엔터티에 대해 자신의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엔터티의 기본값은 모듈과 상관없이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결함 모듈에
서 만든 결함과 테스트 계획에서 만든 결함에 동일한 기본값을 사용합니
다.

l

기본값을 지우려면 편집 > 기본값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l

모듈당, 사용자당 기본값 필드 값의 크기는 5K로 제한됩니다.

l

프로젝트에는 다른 (기본) 필드 값에 따라 (보조) 필드에 다른 필드 목록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워크플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값 설정 대화 상자의 목록에 필드를 추가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목록에
기본 필드를 먼저 추가한 다음 보조 필드를 추가합니다. (필요에 따라 필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기본 필드 값 및 정의된 워크플로
규칙에 따라 보조 필드에 표시되는 기본값 목록이 유효해집니다.
워크플로 및 필드 값과 목록 간의 종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필드

기본값을 설정할 필드를 식별합니다.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는 필드의 드롭다운 목록을 보려면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
합니다.
팁: ALM에서는 모든 필드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벤트
(예: fieldChange, fieldCanChange)에 기반하는 워크플로 규칙을 정의
하여 특정 필드를 읽기 전용 또는 표시하지 않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을 설정할 수 없는 필드, 읽기 전용 필드, 표시되지 않는 필드는 드롭
다운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값

선택한 필드의 기본값입니다.
메모 필드, 날짜 필드, 사용자 정의 목록이 포함된 필드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
릭하면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목록에서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추가

표에 필드 및 값의 값을 추가합니다.
팁: 목록에 이미 추가한 필드의 기본값을 수정하려면 다시 추가하십시오.
원래 값을 다시 정의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제거

HP ALM (12.00)

표에서 선택한 필드와 해당 값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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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장: ALM 공통 기능

UI 요소

설명

위로 / 아래로

표에서 선택한 필드와 해당 값을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참고: 목록에서 필드 순서를 바꾸면 정의된 워크플로 규칙에 따라 각 필드
에 표시되는 기본값 목록을 사용할 수 있고 유효해집니다.

선택한 값

기본값이 설정된 표 목록 필드입니다.
표에서 필드 순서를 바꾸면 정의된 워크플로 규칙에 따라 각 필드에 표시되는
기본값 목록을 사용할 수 있고 유효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요 정보(100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 엔터티를 만
들 때 자동으로
이 기본값 사용

이 항목을 선택하고 새 엔터티를 만들면 해당 엔터티 필드의 기본값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선택을 취소하면 기본값이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본값을 사용하려면
엔터티를 만들 때 기본값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 테스트 대화 상자(399페이지), 새 테스트 구성/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456페이지) 또는 새 결함 대화 상자(737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고정된 항목 패널
이 패널에서는 고정된 ALM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ALM 창 오른쪽의 고정된 항목 위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중요 정보

고정된 항목은 모듈에 관계없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모듈에 있더라
도 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항목

고정된 항목 개요(118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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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고정된 항목

고정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합니
다.
패널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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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경보 및 플래그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 개요

104

추가 작업 플래그 개요

105

경보 사용 방법

105

경보 및 플래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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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경보 및 플래그

경보 개요
요구 사항, 테스트 또는 결함이 변경되는 경우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는 연
결된 엔터티에 경보를 표시하고 연결된 엔터티 책임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사
용자가 요구 사항, 테스트, 결함 사이에 지정한 연결을 기준으로 경보 규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경보 규칙은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만드는 연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l

l

l

테스트 계획 트리의 테스트를 요구 사항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테스트 계획 모듈
에서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만들거나 요구 사항 모듈에서 테스트 적용 범위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개요(4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인스턴스를 결함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링크된 결함
을 만들거나 수동 테스트 실행 중 결함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함 링크(722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사이에 추적 가능성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개요(2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에서 만든 연결을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엔터티가 변경되
면 ALM에서 연결된 엔터티 중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엔터티에 경보를 표시합니
다. 경보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으며 연결된 엔터티가 변경될 때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엔터티의 책임자에게도 알려줍니다.
트리 또는 표 보기의 경보 열에서 경보 플래그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l

빨간색 경보 플래그

l

회색 경보 플래그

는 새 경보를 나타냅니다.
는 이미 읽은 경보를 나타냅니다.

버전 제어: ALM은 새 버전이 체크 인되었을 때만 연결된 엔터티에 경보를 표시합니다. 경보에는 버
전 상태가 체크 인으로 변경되었음이 표시되며 어느 필드가 수정되었는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
런 다음 새 버전을 이전 버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버전 비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 탭(133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엔터티가 체크 아웃된 상태에서 버전이 없는 필드를 변경하면 변경된 필드를 알리는 일반
경보가 계속 생성됩니다. 버전이 없는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이 없는 필드(126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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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프로젝트 관리자는 네 가지 경보 규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규칙

설명

플래그가 표시되
는 엔터티

전자 메일 알림을
받는 사용자

1

요구 사항이 수정되면 연결된 테스트에 경보
를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이 적용
된 테스트

테스트 설계자

참고: 직접 적용 상태 필드 및 위험 기반
품질 관리 필드를 제외하고 모든 요구 사
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결함 상태가 "수정됨"으로 변경되면 연결된 테 결함과 연결된 테
스트 인스턴스에 경보를 표시합니다.
스트 인스턴스

테스트 인스턴스
책임 테스터

3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상태가
"Passed"로 변경) 링크된 결함에 경보를 표시
합니다.

테스트 실행에 링
크된 결함

결함을 할당한 사
용자

4

요구 사항이 수정 또는 삭제되는 경우 추적 대
상 요구 사항 및 하위 요구 사항에 경보를 표시
합니다.

요구 사항의 하위
요구 사항 및 추적
대상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작성자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에서 경보 규칙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경보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보 사용 방법(10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작업 플래그 개요
특정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결함에 추가 작업 플래그 를 추가하여 문제에 추가
작업을 실행해야 함을 자신에게 미리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후 결함 상태를 확인하라
는 미리 알림을 받도록 추가 작업 플래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 플래그를 추가하면 ALM이 기록에 회색 플래그 아이콘을 추가합니다. 추가 작업일 당일에
는 ALM이 전자 메일을 전송하고 플래그 아이콘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추가 작업 플래그는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에만 적용됩니다. 언제든지 후속 작업 플래그를 열고 세부
정보를 보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경보 사용 방법
이 작업은 자동 알림 경보를 사용하여 요구 사항, 테스트, 결함에 대한 변경 내용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보 개요(1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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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사전 필수 조건(106페이지)

l

경보 보기(106페이지)

l

경보 지우기(106페이지)

1.

사전 필수 조건
프로젝트에 경보 규칙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경보 규칙을 활성화하
고 프로젝트가 변경되면 ALM에서 책임자에게 전자 메일이 전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2.

경보 보기
단일 기록 또는 모듈의 모든 기록의 경보를 봅니다.

3.

n

기록의 경보 보기 - 트리 또는 표 보기의 경보 열에서 경보 플래그 를 클릭합니다. 이 열이
표시되지 않으면 보기 > 표시기 열을 선택합니다. 경보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모듈의 경보 보기 - 선택한 모듈의 모든 경보 목록을 보려면 필터 대화 상자 > 상호 필터 탭에
서 경보를 포함하는 <엔터티> 표시 옵션을 선택합니다. 필터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경보 지우기
단일 기록 또는 모듈의 모든 기록의 경보를 지웁니다.
n

기록의 경보 지우기 - 경보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기록에 대한 개별 경보 또는 모든 경보를 지
울 수 있습니다.
o

단일 경보를 지우려면 해당 경보의 경보 지우기

를 클릭합니다.

o

기록의 모든 경보를 지우려면 모두 지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보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모듈의 경보 지우기 - ALM 모듈의 모든 기록과 연결된 모든 경보를 지울 수 있습니다.
o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 또는 결함 모듈에서 편집 > 경보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o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 경보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기록과 연결된 경보 중 현재 필터와 일치하는 경보만 지워집니다. 또한 나에게 할당된 경보만
지우거나 아무 사용자에게도 할당되지 않은 경보를 지울 수 있습니다. 경보가 할당된 사용자
는 경보가 트리거될 때 전자 메일 알림을 받는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는 해당 경보의 경보
대화 상자에 나열됩니다. 경보 규칙 및 전자 메일 알림이 전송되는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경보 개요(1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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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및 플래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 대화 상자

107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

109

경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선택한 기록의 경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107/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장: 경보 및 플래그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트리 또는 표 보기의 경보 열에서 경보 플래그
되지 않으면 보기 > 표시기 열을 선택합니다.

를 클릭합니다. 이 열이 표시

엔터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경보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l

요구 사항

l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

l

실행 표의 테스트 인스턴스

l

결함

중요 정보

나에게 할당된 경보만 지우거나 아무 사용자에게도 할당되지 않은 경보를 지울
수 있습니다. 경보가 할당된 사용자는 경보가 트리거될 때 전자 메일 알림을 받
는 사용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보 개요(1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경보 사용 방법(105페이지)

참고 항목

경보 개요(10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모두 지우기

기록의 모든 경보를 삭제합니다.
경보 지우기 - 특정 경보를 삭제합니다.

<경보 상세 정보 창> 선택한 기록의 경보 목록을 표시합니다.
경보를 트리거한 변경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경보를 확장합니다.
트리 또는 표에서 경보를 강조 표시하려면 링크를 클릭합니다.
<선택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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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기록의 유형과 이름을 표시합니다. 예: "<여행 가이드> 요구 사항에
대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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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문제에 대해 추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자신에게 미리 알리는 추가 작업 플래그를
만들거나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기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추가 작업 플래그를 선택합니다.

l

기존 플래그를 보거나 수정하려면 트리 또는 표 보기의 추가 작업 플래그
열에서 플래그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이 열이 표시되지 않으면 보기 > 표
시기 열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참고 항목

l

요구 사항

l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

l

실행 표의 테스트 인스턴스

l

결함

추가 작업 플래그 개요(105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추가 작업 날짜

ALM에서 추가 작업 전자 메일을 보내는 날짜입니다.

설명

ALM에서 보내는 추가 작업 전자 메일의 미리 알림 텍스트입니다.

지우기

추가 작업 플래그를 제거합니다.

HP ALM (12.00)

10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장: 경보 및 플래그

HP ALM (12.00)

110/860 페이지

5장: 즐겨찾기 보기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즐겨찾기 보기 개요

112

즐겨찾기 보기 사용 방법

112

즐겨찾기 보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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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보기 개요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 창의 특정 설정을 선택하여 표시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 열에 필터를 적용하거나 표에서 필드를 정렬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보기
를 즐겨찾기 보기로 저장한 다음 나중에 다시 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보기를 공용 폴더 또는 개인 폴더로 저장하여 다른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합니다. 공용 폴더의 보기는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인 폴더의 보기는 해당 보기
를 만든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위 폴더를 만들어 즐겨찾기 보기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제품, 릴리스 또는 팀
에 대해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보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l

l

즐겨찾기 보기는 보기가 생성된 모듈에서만 고유합니다. 예를 들어, 결함 모듈의 즐겨찾기 메뉴
에는 결함 모듈에 대해 만든 즐겨찾기 보기만 포함됩니다.
즐겨찾기 보기에는 표 또는 트리 보기와 같이 해당 보기를 만든 모듈 보기 설정이 포함됩니다. 예
를 들어, 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에서 즐겨찾기 보기를 만든 다음 테스트 표 보기에서 해당 즐겨찾
기를 로드하면 ALM이 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요구 사항 표 보기를 제외한 모든 요구 사항 모듈 보기는 즐겨찾기 보기를 공유합니다. 예
를 들어,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에서 즐겨찾기 보기를 만든 경우 적용 범위 분석 보기에서 해당
즐겨찾기를 로드하면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부 즐겨찾기 보기 명령은 특정 사용자 그룹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사용 권한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즐겨찾기 보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보기 사용 방법(1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즐겨찾기 보기 사용 방법
이 작업은 ALM 프로젝트에서 즐겨찾기 보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즐겨찾기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보기 개요(1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즐겨찾기 보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온라인 도움말의 이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즐겨찾기 보기 추가(113페이지)

l

즐겨찾기 보기 로드(113페이지)

l

즐겨찾기 보기 업데이트(113페이지)

l

즐겨찾기 보기 구성(1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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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보기 추가
ALM 창을 필요에 맞게 구성하고 즐겨찾기 보기로 저장합니다.
1. ALM 창의 특정 설정을 선택하여 표시 방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필터를 적용하거나 표에서
필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ALM 데이터 표시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 데이터 표시 방
법(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즐겨찾기 > 즐겨찾기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1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즐겨찾기 보기 로드
최근에 사용한 즐겨찾기 보기를 선택하거나 개인 또는 공용 폴더에서 보기를 선택하여 ALM 창에서
기존 보기를 로드합니다.
l

최근에 사용한 즐겨찾기 보기 로드 - 즐겨찾기 메뉴를 열고 보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ALM 즐겨찾기 메뉴에는 최근 사용한 4개의 보기가 표시됩니다. 사이트 관
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FAVORITES_DEPTH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메뉴에 표시할 보기
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l

즐겨찾기 보기 로드 - 즐겨찾기 > 개인 또는 즐겨찾기 > 공용을 선택하고 보기를 선택합니다.

즐겨찾기 보기 업데이트
기존 즐겨찾기 보기의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즐겨찾기 메뉴에서 즐겨찾기 보기를 로드합니다.
2. 보기를 변경합니다.
3. 즐겨찾기 > 즐겨찾기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즐겨찾기에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4. 즐겨찾기 목록에서 보기 이름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이전 설정을 덮어씁니다.

즐겨찾기 보기 구성
개인 또는 공용 폴더에서 즐겨찾기 보기를 구성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보기를 삭제합니다. 메
뉴 모음에서 즐겨찾기 > 즐겨찾기 구성을 선택합니다.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즐겨찾기 보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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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

115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개인 폴더 또는 공용 폴더에 즐겨찾기 보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메뉴 모음에서 즐겨찾기 > 즐겨찾기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결함

관련 작업

즐겨찾기 보기 사용 방법(112페이지)

참고 항목

즐겨찾기 보기 개요(11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이름

즐겨찾기 보기의 이름입니다.
새 폴더 - 새 즐겨찾기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더 아래에 폴더를 추가합
니다.
삭제 - 선택한 즐겨찾기 또는 폴더를 삭제합니다. 즐겨찾기 폴더를 삭제하면 해
당 하위 폴더와 즐겨찾기 보기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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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개인

이 폴더의 즐겨찾기 보기는 사용자 본인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인 폴더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공용

이 폴더의 즐겨찾기 보기는 프로젝트의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공
용 폴더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개인 및 공용 폴더의 즐겨찾기 보기 목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메뉴 모음에서 즐겨찾기 > 즐겨찾기 구성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결함

중요 정보

즐겨찾기 보기를 폴더 사이에서 끌어 놓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 및 공용 폴더 사이에서는 즐겨찾기 보기를 끌어 놓을 수 없습니
다.

관련 작업

즐겨찾기 보기 사용 방법(112페이지)

참고 항목

즐겨찾기 보기 개요(112페이지)

HP ALM (12.00)

115/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5장: 즐겨찾기 보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새 폴더 - 새 즐겨찾기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더 아래에 폴더를 추가합
니다.
삭제 - 선택한 즐겨찾기 또는 폴더를 삭제합니다. 즐겨찾기 폴더를 삭제하면 해
당 즐겨찾기 보기와 하위 폴더도 삭제됩니다.

개인

이 폴더의 즐겨찾기 보기는 사용자 본인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인 폴더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공용

이 폴더의 즐겨찾기 보기는 프로젝트의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공
용 폴더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름 바꾸기

즐겨찾기 보기 또는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선
택합니다. 개인 폴더 또는 공용 폴더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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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고정된 항목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된 항목 개요

118

고정된 항목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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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항목 개요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 또는 결함을 고정하여 어느 모듈에서나 해당 항목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
습니다.
예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특정 요구 사항의 구현을 모니터링하려는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해당 항
목을 고정해 두면 요구 사항 모듈을 열어 검색할 필요 없이 ALM의 모듈에서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 한 프로젝트에 고정할 수 있는 항목은 최대 10개입니다.
항목이 고정된 경우:
l

l

고정된 항목 패널에 표시됩니다.
표 또는 트리 보기에서 항목이 선택되면 도구 모음의 고정/고정 해제 버튼
표시됩니다.

이 "누른 상태로"

참고: 고정된 항목은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에만 적용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고정된 항목 패널(1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고정된 항목 패널
이 패널에서는 고정된 ALM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ALM 창 오른쪽의 고정된 항목 위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중요 정보

고정된 항목은 모듈에 관계없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모듈에 있더라
도 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항목

고정된 항목 개요(1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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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고정된 항목

고정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합니
다.
패널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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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버전 제어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 제어 개요

122

버전 제어 사용 방법

123

버전 제어 필드별 필터링 방법

126

버전이 없는 필드

126

체크 아웃된 엔터티 이동, 복사, 삭제

127

버전 제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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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제어 개요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는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 엔터티를 만
들고 관리하면서 이러한 엔터티의 이전 버전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엔터티에는 요구 사
항, 테스트, 테스트 리소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비즈니스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엔터티를 변경하려면 엔터티를 체크 아웃해야 합니다. 엔터티
를 체크 아웃하면 ALM에서는 엔터티가 잠기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변경 내용을 다른 사용자가 덮어
쓸 수 없습니다. 체크 아웃된 엔터티 버전은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없습니다.
변경을 마치면 엔터티를 체크 인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용자가 새 버전의 엔터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엔터티의 모든 이전 버전을 보거나 이전 버전을 체크 아웃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터티의 두 버전을
비교하여 버전 간 변경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버전 제어는 단일 엔터티에만 적용됩니다. ALM에서는 유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
기 위해 엔터티 간 관계에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엔터티의 이전 버전을 저장합니다. 엔
터티를 체크 인하면 개별 엔터티의 데이터만 저장됩니다.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결함 링크 데이터는 버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 데이터도 이전 버
전 엔터티에 대해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준선은 엔터티 집합의 스냅샷과 엔터티 간 관계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준선 개요
(2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엔터티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체크 아웃
한 엔터티에는 녹색의 열린 자물쇠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체크 아웃한 엔터티에는

빨간색 자물쇠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표 보기에는 엔터티가 체크 인 또는 체크 아웃되었는지를 나
타내는 버전 상태를 비롯한 추가 버전 제어 필드가 있습니다.
버전 제어에 저장되지 않는 ALM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이 없는 필드(126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버전 제어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 제어 사용 방법(12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예
다음 예는 버전 제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l

변경 내용 모니터링 및 버전 비교
제품 관리자인 Kelly는 제품 개발이 그녀의 생각과는 다르게 구현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
다. 제품의 요구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항이 변경된 것을 발견하고 현재 요구 사항과 릴
리스 시작 시 합의된 요구 사항을 비교합니다.

l

이전 버전 복원
QA 테스터인 Michael은 현재 개발 중인 뱅킹 응용 프로그램의 새 빌드를 받습니다. 그는 새
릴리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테스트의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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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서 빌드에 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알립니다. 개발이 이전 빌드로 롤백됩니다. Michael
은 체크 아웃하고 이전 빌드에 사용했던 테스트 버전으로 되돌린 다음 이 버전에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l

편집을 위해 엔터티 잠그기
비즈니스 분석가인 Robert는 응용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을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그러려
면 요구 사항 집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려면 며칠이 필요하고 편
집 작업 중 다른 사용자가 요구 사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obert는 관련 요구 사
항을 체크 아웃하고 편집을 시작합니다.

버전 제어 사용 방법
이 작업은 ALM 프로젝트에서 버전 제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버전 제어를 사용하면
ALM 엔터티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이러한 엔터티의 이전 버전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버전 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 제어 개요(1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버전 제어 기능은 요구 사항,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 계획,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리
소스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사전 필수 조건(123페이지)

l

엔터티 체크 아웃(123페이지)

l

체크 아웃 취소 - 선택 사항(124페이지)

l

엔터티 체크 인(124페이지)

l

체크 아웃된 모든 엔터티 보기 - 선택 사항(124페이지)

l

버전 기록 내역 액세스(125페이지)

l

체크 아웃된 엔터티를 복사, 이동, 삭제(125페이지)

1.

사전 필수 조건
프로젝트에 버전 제어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버전 제어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2.

엔터티 체크 아웃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엔터티를 변경하려면 엔터티를 체크 아웃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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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n

자동 체크 아웃 -엔터티 편집을 시작하면 ALM에 체크 아웃 대화 상자가 표시되고 엔터티를
체크 아웃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 편집을 시작한 엔터티를 체크 아웃 대화 상자를 표시하지 않고 자동으로 체크 아웃
하려면 체크 아웃 대화 상자에서 다시 표시 안 함을 클릭합니다.

n

수동 체크 아웃 - 하나 이상의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모듈 도구 모음에서 체크 아웃
릭합니다.

을클

체크 아웃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크 아웃 대화 상자(131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3.

체크 아웃 취소 - 선택 사항
엔터티를 체크 아웃하면 체크 아웃을 취소하고 변경 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를 마우
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버전 > 체크 아웃 취소를 선택합니다. 체크 아웃 취소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 메뉴 및 버튼(12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엔터티 체크 인
변경을 마치면 엔터티를 체크 인하여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새 업데이트 버전이 생성됩
니다.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n

단일 엔터티 체크 인 - 엔터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버전 > 체크 인을 선택합
니다.

n

여러 엔터티 체크 인 - 여러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모듈 도구 모음에서 체크 인
클릭합니다.

버튼을

체크 인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크 인 대화 상자(13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체크 아웃된 모든 엔터티 보기 - 선택 사항
현재 모듈에서 체크 아웃한 모든 엔터티를 확인하고 선택한 엔터티를 체크 인하거나 체크 아웃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LM 창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체크 인 버튼
을 클릭합니다. 보류 중인 체크 인 대화 상자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류 중인 체크 인 대화 상자(132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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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

버전 기록 내역 액세스
엔터티의 이전 버전을 확인, 비교하고 체크 아웃하려면 엔터티를 선택하고 기록 내역 탭 > 버전
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버전 탭(13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예

7.

체크 아웃된 엔터티를 복사, 이동, 삭제
체크 아웃된 엔터티를 이동, 복사, 삭제할 경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크 아
웃된 엔터티 이동, 복사, 삭제(12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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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제어 필드별 필터링 방법
이 작업에서는 ALM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요구 사항, 비즈니스 모듈, 테스트 계획, 테스트 리소스, 테
스트 랩 모듈에서 체크 아웃된 엔터티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표는 필터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필터 설명

테스트 계획 모듈의 필터 조건

나머지 모듈의 필터 조건

체크 아웃한 모든 엔터티
표시

버전 상태=체크 아웃됨 및 버전 소유
자=<나의 사용자 이름>

버전을 체크 아웃한 사람=<나
의 사용자 이름>

다른 사용자가 체크 아웃
한 모든 엔터티 표시

버전 상태=체크 아웃됨 및 버전 소유
자=<다른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버전을 체크 아웃한 사람=<다
른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필터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버전이 없는 필드
버전 제어를 사용할 때 다음 필드에 대한 변경 내용은 엔터티의 이전 버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엔터티

필드

요구 사항

테스트

l

검토

l

직접 적용 상태

l

대상 릴리스

l

대상 주기

l

모든 RBQM 필드

실행 상태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버전이 없는 필드를 사용할 경우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수행

결과

체크 아웃 취소

엔터티를 체크 아웃한 상태에서 버전이 없는 필드를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이 취소되지 않고 새 값이 유지됩니다.

이전 버전 체크 아웃

버전이 없는 필드의 값은 현재 체크 인된 버전의 값입니다.

이전 버전 보기 및 비교

버전이 없는 필드에는 버전이 없는 필드 값이 표시됩니다.
이전 버전을 확인하면서 비교할 때 버전 제어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에만 해당하는 페이지(예: 링크된 엔터티 페이지,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페이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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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아웃된 엔터티 이동, 복사, 삭제
체크 아웃된 엔터티를 이동, 복사 또는 삭제할 경우 다음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단일 엔터티
설명

잘라내기/붙여넣기
또는 이동

복사/붙여넣기

삭제

현재 사용자가 체크 아
웃한 엔터티
다른 사용자가 체크 아
웃한 엔터티
현재 체크 인된 버전
을 붙여넣습니다.

여러 엔터티가 포함된 폴더
잘라내기/붙여넣기 복사/붙여넣기
또는 이동
폴더의 모든 엔터티를 체크 인
해야 합니다.

삭제
현재 사용자가 폴더의 모든 엔터티를 체크
인 또는 체크 아웃해야 합니다.

여러 엔터티(다중 선택)
잘라내기/붙여넣기 또는 이동

복사/붙여넣기

삭제

선택된 모든 엔터티를 현재 사용
자가 체크 인 또는 체크 아웃해야
합니다.

선택된 모든 엔터티를 체크
인해야 합니다.

선택된 모든 엔터티를 현재 사
용자가 체크 인 또는 체크 아웃
해야 합니다.

버전 제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 메뉴 및 버튼

128

버전 제어 필드

128

체크 인 대화 상자

130

체크 아웃 대화 상자

131

보류 중인 체크 인 대화 상자

132

버전 탭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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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메뉴 및 버튼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버전 메뉴 및 버전 제어 도구 모음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모듈의 메뉴 모음이나 도구 모음에서 사용 가능: 요구 사항, 비즈니스 모
델,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스트 리소스

관련 작업

버전 제어 사용 방법(123페이지)

참고 항목

버전 제어 개요(12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체크 인

체크 인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엔터티를 체크 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체크 인 대화 상자(13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체크 아웃

체크 아웃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엔터티를 체크 아웃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크 아웃 대화 상자(1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류 중인 체크 인

보류 중인 체크 인 대화 상자가 열리고 체크 아웃한 현재 모듈의 모든 엔
터티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류 중인 체크 인 대
화 상자(1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체크 아웃 취소

선택한 엔터티의 체크 아웃을 취소하고 변경 내용을 취소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체크 아웃한 엔터티의 변경 내용을 취소하려면 적절한 사
용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체크 아웃을 취소할 경우 엔터티가 체크 아웃된 상태에서 버전이 없는 필
드에 대한 변경 내용은 취소되지 않고 새 값이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버전이 없는 필드(12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체크 아웃 전에 경고

엔터티를 자동으로 체크 아웃하기 전에 ALM에서 확인 메시지를 표시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크 아웃 대화 상자(1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버전 제어 필드
이 섹션에서는 ALM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버전 제어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에서 요구 사항,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
획 또는 테스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버전 제어 사용 방법(123페이지)

참고 항목

버전 제어 개요(1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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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모듈
버전 제어를 활성화하면 요구 사항 모듈에 다음과 같은 추가 필드가 표시됩니다.
UI 요소

설명

버전 체크 아웃 날짜

버전이 체크 아웃된 날짜입니다.

버전 체크 아웃 시간

버전이 체크 아웃된 시간입니다.

버전을 체크 아웃한 사람

버전을 체크 아웃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버전 번호

버전 번호입니다.

버전 상태

버전 상태(체크 아웃 또는 체크 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모듈
버전 제어를 활성화하면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 다음과 같은 추가 필드가 표시됩니다.
UI 요소

설명

버전 체크 아웃 날짜

버전이 체크 아웃된 날짜입니다.

버전 체크 아웃 시간

버전이 체크 아웃된 시간입니다.

버전을 체크 아웃한 사람

버전을 체크 아웃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버전 번호

버전 번호입니다.

버전 상태

버전 상태(체크 아웃 또는 체크 인)입니다.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
버전 제어를 활성화하면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에 다음과 같은 추가 필드가 표시됩니다.
UI 요소

설명

버전 체크 아웃 날짜

버전이 체크 아웃된 날짜입니다.

버전 체크 아웃 시간

버전이 체크 아웃된 시간입니다.

버전을 체크 아웃한 사람

버전을 체크 아웃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버전 번호

버전 번호입니다.

버전 상태

버전 상태(체크 아웃 또는 체크 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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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계획 모듈
버전 제어를 활성화하면 테스트 계획 모듈에 다음과 같은 추가 필드가 표시됩니다.
UI 요소

설명

버전 날짜

버전에 대해 수행한 마지막 작업(체크 인 또는 체크 아웃)의 날짜입니다.

버전 번호

버전 번호입니다.

버전 소유자

마지막 작업(체크 인 또는 체크 아웃)을 수행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버전 상태

버전 상태(체크 아웃 또는 체크 인)입니다.

버전 시간

버전에 대해 수행한 마지막 작업(체크 인 또는 체크 아웃)의 시간입니다.

테스트 리소스 모듈
버전 제어를 활성화하면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 다음과 같은 추가 필드가 표시됩니다.
UI 요소

설명

버전 번호

리소스의 버전 번호입니다.

체크 인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하나 이상의 체크 아웃된 엔터티를 체크 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용자가 새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엔터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버전 > 체크 인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스트 리소스

중요 정보

새 엔터티에 할당되는 버전 번호는 1입니다. 엔터티를 체크 인하면 버전 번호
가 1씩 증가합니다.

관련 작업

버전 제어 사용 방법(123페이지)

참고 항목

버전 제어 개요(12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변경 내용 주석

이 버전의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체크 아웃 유지

변경 내용을 새 버전 번호로 저장하고 체크 아웃된 엔터티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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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아웃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하나 이상의 엔터티를 체크 아웃하고 엔터
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l

엔터티를 선택하고 편집을 시작합니다. 체크 아웃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열
립니다.
엔터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버전 > 체크 아웃을 선택합니다.
엔터티를 선택하고 기록 내역 탭 > 버전 탭을 클릭합니다. 버전을 선택하고
체크 아웃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
스트 리소스
중요 정보

체크 아웃된 엔터티에는 다음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l

l

현재 사용자가 체크 아웃한 엔터티에는 녹색의 열린 자물쇠 아이콘
시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체크 아웃한 엔터티에는 빨간색 자물쇠 아이콘
다.

관련 작업

버전 제어 사용 방법(123페이지)

참고 항목

버전 제어 개요(122페이지)

이표

이 표시됩니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변경 내용 주석

체크 아웃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시 표시 안 함

ALM에서는 편집을 시작할 때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엔터티를 자동으로 체크
아웃합니다.
이 옵션은 엔터티가 자동으로 체크 아웃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13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7장: 버전 제어

보류 중인 체크 인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체크 아웃한 현재 모듈의 모든 엔터티를 보고 선택한 엔터티를 체크 인하거나 체
크 아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ALM 창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체크 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l

모듈 메뉴 모음에서 버전 > 보류 중인 체크 인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스트 리소스
관련 작업

버전 제어 사용 방법(123페이지)

참고 항목

버전 제어 개요(12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체크 인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엔터티를 체크 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크 인 대화 상자(13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엔터티의 체크 아웃을 취소하고 변경 내용을 취소합니다.
체크 아웃을 취소할 경우 엔터티가 체크 아웃된 상태에서 버전이 없는 필드
에 대한 변경 내용은 취소되지 않고 새 값이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
전이 없는 필드(12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세부 정보 -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리고 선택한 엔터티의 세부 정보가 표
시됩니다. 설계 단계, 테스트 스크립트, 첨부 파일 등의 추가 세부 정보를
보려면 사이드바에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버튼은 특정 엔터티
유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라 다릅니다.

<표>

현재 모듈에서 체크 아웃한 엔터티 목록이 표시됩니다.
표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l

l

여러 엔터티를 선택하려면 C 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티를 선택하
십시오.
모든 엔터티를 선택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모두 선택을
선택합니다.
열을 재정렬하려면 열 머리글을 끌어 놓습니다.

체크 아웃 날짜

버전이 체크 아웃된 날짜입니다.

체크 아웃 시간

버전이 체크 아웃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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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ID

ALM에서 자동으로 할당한 엔터티의 고유 숫자 ID입니다.

이름

체크 아웃된 엔터티의 이름입니다.

상위 항목

트리 구조에서 선택한 엔터티보다 계층 구조가 한 단계 높은 엔터티의 이름
입니다.

버전

체크 아웃된 엔터티의 버전 번호입니다.
새 엔터티에 할당되는 버전 번호는 1입니다. 엔터티를 체크 인하면 버전 번
호가 1씩 증가합니다.

버전 탭
이 보기에는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선택한 엔터티의 버전 기록 내역이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트리 또는 표에서 엔터티를 선택하고 기록 내역 탭 > 버전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스트 리소스

중요 정보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ALM에서는 유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엔터티 간 관계에
관련된 대부분의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엔터티의 이전 버전을 저장합니
다.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결함 링크 데이
터는 이전 버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 데이터도 이전 버전 엔터
티에 대해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필드에 대한 변경 내용은 버전 제어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버전이 없는 필드(12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버전 제어 사용 방법(123페이지)
l

버전 제어 개요(122페이지)

l

기준선 탭(22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보기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리고 선택한 버전의 읽기 전용 세부 정보가 표시
됩니다. 설계 단계, 테스트 스크립트, 첨부 파일 등 버전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보려면 사이드바에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버튼은 특
정 엔터티 유형의 버전 제어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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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비교

엔터티 비교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두 버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엔터티 비교 대화 상자(2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두 버전을 비교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버전을 선택한 다음 비
교 버튼을 클릭합니다.

체크 아웃

체크 아웃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버전을 체크 아웃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체크 아웃 대화 상자(1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준선

버전이 나타나는 기준선입니다.

선택한 버전에 대한
주석

버전을 체크인 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주석입니다.

날짜

버전이 생성된 날짜입니다.

수정한 사람

버전을 만든 사용자입니다.

버전

버전 번호입니다. 현재 엔터티가 체크 아웃되어 있으면 체크 아웃된 버전
의 버전 열에 체크 아웃됨이 표시됩니다. 현재 사용자가 엔터티를 체크 아
웃한 경우 화살표 아이콘 은 체크 아웃된 버전을 나타냅니다.
새 엔터티의 기본 버전 번호는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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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ALM 기능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는 ALM 기능의 하위 집합을 제공하는 여러 버전, 즉
HP ALM Essentials Edition, HP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 HP ALM Performance Center
Edition으로도 제공됩니다.
HP ALM Edition

설명

HP ALM

프로세스, 활동, 자산을 관리하고 자동화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 테스
트, 제공, 유지 관리하는 공통 플랫폼입니다. 여기에는 요구 사항, 테스트,
결함, 개발 관리, 전체 릴리스, 프로젝트 계획 모듈이 포함됩니다. 조직은
HP ALM을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서 일관적 프로세스, 모범 사례 공유, 자산
공유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HP ALM Essentials
Edition

HP ALM 제품 기능의 하위 집합을 제공하며 소규모 팀이 빠르게 시작 및 실
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구 사항 관리, 테스트 관리, 결함 관리의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HP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

HP ALM과 동일한 공통 플랫폼에 상주하며 품질 관리의 주요 기능을 제공
합니다. 또한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HP Business Process
Testing, HP Sprinter와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뛰어난 Quality Center 빌드
를 지원합니다.

HP ALM
Performance
Center Edition

성능 테스트 스크립트의 완전한 관리, 예약, 실행,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HP ALM과 동일한 플랫폼에 상주하며 HP ALM 및 HP
LoadRunner에 직접 통합됩니다.

다음 표는 버전에 따라 ALM 기능의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냅니다.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
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능

HP ALM
Edition

HP ALM
Essentials
Edition

HP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

HP ALM Performance
Center Edition

라이센스(138페이지)
릴리스 관리(138페이
지)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릴리스(138페이
지)
여러 요구 사항 유형
(138페이지)

HP ALM (12.00)

136/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8장: ALM 버전

기능

HP ALM
Edition

HP ALM
Essentials
Edition

HP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

HP ALM Performance
Center Edition

요구 사항 대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138페이
지)
위험 기반 품질 관리
(138페이지)
비즈니스 모델 모듈
(139페이지)
테스트 작성 및 실행
(139페이지)

(부분적)

테스트 리소스(139페이
지)
테스트 구성(139페이
지)
HP Sprinter(139페이
지)
랩 관리(139페이지)
클라우드 테스트 호스트
자동 프로비저닝(139페
이지)
버전 관리(139페이지)
기준선 지정(140페이
지)
요구 사항 및 테스트 공
유(140페이지)
결함 공유(140페이지)
상호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140페이지)
상호 프로젝트 보고
(140페이지)
Excel로 데이터 내보내
기(1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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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HP ALM
Edition

HP ALM
Essentials
Edition

HP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

(부분적)

(부분적)

HP ALM Performance
Center Edition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
트(140페이지)
확장(141페이지)
버전 업그레이드(141페
이지)

(부분적)

--

라이센스
ALM 라이센스는 구매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 관리에서 라이센스 사용을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관리
릴리스 모듈에서 향후 릴리스를 구성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Center Edition은 릴리
스 관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Performance Center Edition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기 및 릴리스와
관련된 필드와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주기와 대상 릴리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
다.
릴리스 모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릴리스
ALM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기능을 사용하면 품질 보증 관리자가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 활동
의 목표를 정의하여 응용 프로그램 준비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PPT는 ALM Edition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PPT 릴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요구 사항 유형
요구 사항 모듈의 각 요구 사항을 기본 ALM 요구 사항 유형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유형을
사용자 지정하고 고유 요구 사항 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모듈 필드(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대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은 둘 이상의 요구 사항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여 특정 요구 사항에서 제안된 변
경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27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위험 기반 품질 관리
위험 기반 품질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요구 사항의 특성 및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기준으로 각 요구
사항을 테스트할 수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LM Essentials Edition의 요구 사항 모듈에서는 위험
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험과 관련된 모든 필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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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기반 품질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험 기반 품질 관리(29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 모듈
비즈니스 모델 모듈을 사용하면 표준 모델링 도구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가져온 다음 ALM
에서 품질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ALM Essentials Edition 또는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
는 비즈니스 모델 모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30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작성 및 실행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테스트 계획을 구성하고 테스트를 설계한 다음 테스트를 실행하여
문제를 진단 및 해결할 수 있습니다. ALM Performance Center Edition은 성능 테스트만 지원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개요(368페이지) 및 테스트 실행 개요(5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리소스
테스트 리소스 모듈을 사용하면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리소스(47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구성
테스트 구성을 사용하면 테스트마다 다른 데이터 집합을 적용하여 다양한 사용 사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Sprinter
HP Sprinter는 향상된 수동 테스트 기능과 수동 테스트 프로세스에 유용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
다. Sprinter는 ALM Edition 및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rint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Sprinter 개요(6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랩 관리
랩 관리에서는 ALM에서 기능 및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랩 리소스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랩 관리는 ALM Edition에서 기능 및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우드 테스트 호스트 자동 프로비저닝
클라우드 프로비저닝은 현재 로드 생성기의 프로비저닝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버전 관리
버전 제어를 사용하면 ALM 엔터티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해당 엔터티의 이전 버전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ALM Essentials Edition은 ALM 프로젝트의 단일 엔터티 버전 관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버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 제어(12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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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지정
기준선을 만들면 특정 시점에 프로젝트에 있는 여러 엔터티의 스냅샷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ALM
Essentials Edition은 기준선 지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19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및 테스트 공유
라이브러리 모듈에서는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리소스, 비즈니스 구성 요소의 기준선을 만들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거나 동기화, 비교하여 엔터티의
기존 집합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 라이브러리 모듈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서 기준선을 만들고 비
교할 수 있습니다.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은 여러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동기화, 비교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 모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모듈 창(20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결함 공유
HP ALM Synchronizer를 사용하여 여러 ALM 프로젝트 사이에서 결함을 공유 및 동기화할 수 있습
니다. 결함 공유는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Synchronizer User Guide(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s-in 페이지에서 액세스 가능)를 참조하십시오.

상호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
상호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을 사용하면 템플릿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의 프로젝트 사이에서 정책과
절차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서는 상호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상호 프로젝트 보고
ALM에서 그래프를 만들 경우 여러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결합 및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엔터티에
서는 상호 프로젝트 보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서는 상호 프
로젝트 보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보고서 및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cel로 데이터 내보내기
모든 버전에서 ALM 데이터를 Excel로 내보낸 다음 보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엔터티에서는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xcel 보고서(8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를 사용하면 비기술적 분야별 전문가가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
서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빌드 및 사용하고 응용 프로그램 품질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ALM Essentials Edition 또는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
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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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권한으로 ALM 서버에 Business Process Testing 라이센스로 로그인하는 각 사용자는
Business Process Testing 라이센스와 ALM 라이센스를 모두 사용합니다.
참고: ALM에서 Business Process Testing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테스트 랩 모
듈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가 포함된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고 Unified Functional
Testing에서 자동화된 구성 요소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Enterprise Extension은 ALM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확장은
ALM에 Business Process Testing 라이센스가 있고 Business Process Testing Enterprise
Extension이 활성화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는 Business
Process Testing Enterprise Extens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
조하십시오.

확장
ALM 확장은 ALM에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 다양한 확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ALM 확장용 라이센스가 있으면 프로젝트별로 확장을 활성화하여 추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
다. 확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
시오.
ALM 12.00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의 목록을 보거나 확장 설명서를 다운로드하려면 HP ALM
Add-ins 페이지에 액세스하십시오. 도움말 > Add-in에서 ALM의 Add-in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버전 업그레이드
현재 버전을 다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P ALM Essentials Edition
12.00에서 HP ALM Edition 12.00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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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관리
ALM 버전:
l

l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 모듈은 ALM Essentials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라이브러리 모듈
기능은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
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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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및 주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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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및 주기 개요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는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비즈니스 우선 순위와 품질 기대를 프로
젝트 요구 사항, 테스트, 결함에 맞추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 하드웨어 플랫폼,
다양한 구성(컴퓨터, 운영 체제, 브라우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습
니다.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먼저 릴리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에서는 릴리스와 주기를 정의하여 향후 릴리스를 구
성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는 동시에 배포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
그룹을 나타냅니다. 각 릴리스에는 여러 주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기는 릴리스 시간을 기준으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개발 및 품질 보증 활동의 집합입니다. 릴리스와 주기 모두
정의된 시작 및 종료 날짜가 있습니다.
릴리스와 주기를 정의한 후에는 요구 사항을 정의 및 검토하고 릴리스와 주기에 할당합니다. 요구 사
항은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며 테스트 계획 작성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테스
트 계획 단계에서 작성하는 테스트 적용 범위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릴리스와 주기에 할당한 다음에는 테스트 집합 폴더를 만들어 주기에 할당합니다. 테스
트 집합은 특정 테스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ALM 프로젝트의 테스트 인스턴스 그룹입니다.
테스트 집합 폴더를 주기에 할당한 후 이러한 테스트 집합 폴더 아래에서 테스트 집합을 실행합니다.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는 동안 응용 프로그램의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LM에
테스트 실행, 연결된 릴리스 및 주기, 새 결함 사이에 자동으로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모듈에서 결함을 ALM 프로젝트에 제출할 수 있
습니다. 해결해야 할 새 결함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적절한 릴리스와 주기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실행한 이후에는 테스트 진행률을 검토하여 릴리스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결된 결함과 미해결된 결함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릴리스 또는
주기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트리를 분석하고 릴리스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의 진행
률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
이 작업은 릴리스 및 주기를 만들고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릴리스와 주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시
간 KPI(핵심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합리적인 릴리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PPT 사용 작업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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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위 수준 작업: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로드맵(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릴리스 및 주기 정의(147페이지)

l

요구 사항 할당(147페이지)

l

테스트 집합 할당 및 실행(147페이지)

l

결함 할당(148페이지)

l

릴리스 및 주기 분석(148페이지)

1.

릴리스 및 주기 정의
계층 구조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와 주기를 정의합니다.
a. 릴리스 모듈 열기 - ALM 사이드바의 관리 아래에서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b. 폴더 만들기 -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릴리스 루트 폴더를 클릭하고 새 릴리스 폴더를 선택
합니다. 하위 폴더를 만들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폴더를 클릭하고 새 릴리스 폴더를
선택합니다.
c. 폴더에 릴리스 추가 -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폴더 또는 하위 폴더를 선택하고 새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새 릴리스 대화 상자의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
는 새 릴리스/릴리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15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 릴리스에 주기 추가 - 릴리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주기를 선택합니다. 새
주기 대화 상자의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주기/주기 세
부 정보 대화 상자(15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요구 사항 할당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을 릴리스 및 주기에 할당합니다.

3.

n

릴리스에 할당 -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릴리스에 할당을 선택합니
다. 릴리스 선택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선택 대화 상
자(1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주기에 할당 -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주기에 할당을 선택합니다. 주
기 선택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기 선택 대화 상자(163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할당 및 실행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 폴더를 주기에 할당한 다음 테스트 집합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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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기에 할당 - 테스트 집합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주기에 할당을 선택합
니다. 주기 선택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기 선택 대화 상자
(1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 테스트 실행 - 테스트 실행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결함 할당
결함을 대상 릴리스 및 대상 주기에 할당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결함을 추
적하는 방법(72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릴리스 및 주기 분석
통계와 그래프를 보면서 릴리스 및 주기의 진행률을 추적합니다.
n

할당된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집합 폴더 보기
릴리스 및 주기에 할당된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집합 폴더의 통계를 보려면 릴리스 모듈에서 릴
리스 또는 주기를 선택한 다음 세부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통계 영역에서 할당된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집합 폴더에 대한 통계를 봅니다. 릴리스 모듈 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적용 범위 진행 보기
릴리스 또는 주기의 현재 진행률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통계와 그래프를 봅니다.
o

릴리스: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상태 탭을 클릭한 다음 진행률 탭을 클릭합
니다.

o

주기: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를 확장하고 주기를 선택한 다음 진행률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진행률 탭(16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결함 보기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 또는 주기 중 제출된 결함 수가 표시된 그래프를 봅니다.
o

릴리스: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상태 탭을 클릭한 다음 품질 탭을 클릭합니
다.

o

주기: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를 확장하고 주기를 선택한 다음 품질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품질 탭(1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및 주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릴리스 모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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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모듈 메뉴 및 버튼

151

릴리스 모듈 아이콘

155

릴리스 모듈 필드

156

새 릴리스/릴리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157

새 주기/주기 세부 정보 대화 상자

159

진행률 탭

160

품질 탭

162

미해결 결함 구성 대화 상자

163

주기 선택 대화 상자

163

릴리스 선택 대화 상자

164

릴리스/주기/중요 시점 일정 변경 대화 상자

165

릴리스 모듈 창
이 창에서는 릴리스와 주기를 정의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관리 아래에서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참고 항목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릴리스 모듈 공통
UI 요소>

설명
l

l

l

l

<릴리스 트리>

HP ALM (12.00)

릴리스 필드 - 필드 정의는 릴리스 모듈 필드(156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릴리스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릴리스 모듈 메뉴 및
버튼(15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릴리스 모듈 아이콘(155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릴리스의 그래픽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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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세부 정보 탭

현재 선택된 폴더, 릴리스 또는 주기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통계 영역
에는 릴리스 또는 주기와 연결된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집합 폴더가 표시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모듈 필드(1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범위 탭

현재 선택된 릴리스의 릴리스 범위 항목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릴
리스 범위 탭(17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이 탭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
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마스터 계획 탭

릴리스 진행률을 Gantt 차트로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스터 계획 탭
(18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이 탭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
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성과표 탭

현재 선택된 릴리스의 상태 KPI 성과표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
표 탭(19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이 탭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
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상태 탭

다음 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진행률 탭 - 현재 선택된 릴리스 또는 주기의 진행률을 개략적으로 표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행률 탭(16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품질 탭 - 현재 선택된 릴리스 또는 주기에서 열린 결함 수를 표시합니
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결함 수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품질 탭
(1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탭

현재 선택된 폴더, 릴리스 또는 주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
일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설명 탭

현재 선택된 폴더, 릴리스 또는 주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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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릴리스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관리 아래에서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팁: 릴리스 모듈에서 ALT 바로 가기 키를 눌러 메뉴 모음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아이콘(155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l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메뉴

설명

릴리스

새 릴리스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
더 아래에 폴더를 추가합니다.

릴리스

새 릴리스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릴리스
폴더에 릴리스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릴리스/릴리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15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 릴리스 폴더
새 릴리스/새 빈 릴리스

참고: 템플릿 프로젝트에 링크된 프로젝
트를 사용할 경우 새 릴리스 옵션 대신
새 빈 릴리스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ALM 버전: 새 빈 릴리스는 ALM Edition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
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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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9장: 릴리스 및 주기

UI 요소

메뉴

설명

릴리스

새 중요 시점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릴리
스에 중요 시점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새 중요 시점 대화 상자(177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새 중요 시점

ALM 버전: 이 기능은 ALM Edition에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
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릴리스

새 주기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릴리스에
주기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주기/
주기 세부 정보 대화 상자(159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릴리스

해당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릴리스, 주기
또는 중요 시점의 세부 정보를 확인 및 업데
이트합니다.

새 주기

세부 정보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

l

l

새 릴리스/릴리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157페이지)
새 주기/주기 세부 정보 대화 상자(159페
이지)
중요 시점 세부 정보 대화 상자(189페이
지)
ALM 버전: 중요 시점은 ALM Edition에
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
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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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9장: 릴리스 및 주기

UI 요소

메뉴

설명

릴리스

일정 변경 대화 상자를 열고 릴리스, 주기, 중
요 시점의 시작 및 종료 날짜의 일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주기/
중요 시점 일정 변경 대화 상자(165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일정 변경

ALM 버전: 중요 시점의 일정 변경 기능
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잘라내기/붙여넣기

편집

릴리스 트리에서 선택한 릴리스 폴더 또는 릴
리스를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참고: 릴리스 폴더를 이동하면 해당 릴
리스와 주기도 이동합니다. 릴리스를 이
동하면 해당 주기도 이동합니다. 루트
폴더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팁: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 폴더 또는
릴리스를 끌어서 새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
주기 복제

동일한 릴리스 안에서 선택한 주기의 복사본
을 만듭니다.
둘 이상의 주기를 복제하려면 CTRL 키를 누
른 상태에서 복제할 주기를 선택합니다. 동
일한 릴리스에 속한 주기만 선택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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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9장: 릴리스 및 주기

UI 요소

메뉴

설명

편집

동일한 릴리스 안에서 선택한 중요 시점의 복
사본을 만듭니다.

중요 시점 복제

둘 이상의 중요 시점을 복제하려면 CTRL 키
를 누른 상태에서 복제할 중요 시점을 선택합
니다. 동일한 릴리스에 속한 중요 시점만 선
택할 수도 있습니다.
ALM 버전: 이 기능은 ALM Edition에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
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편집
삭제

선택한 릴리스 폴더, 릴리스 또는 주기를 삭
제합니다. 폴더를 삭제하면 해당 릴리스와
주기도 삭제됩니다. 릴리스를 삭제하면 해당
주기도 삭제됩니다.
참고: 릴리스 폴더, 릴리스 또는 주기를
삭제하면 연결된 요구 사항, 테스트 집
합 폴더, 결함도 할당 해제됩니다.

이름 바꾸기

편집

선택한 폴더, 릴리스 또는 주기의 이름을 바
꿉니다. 루트 폴더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
다.

모두 확장

보기

릴리스 트리에서 모든 분기를 확장합니다.

축소

보기

릴리스 트리에서 모든 분기를 축소합니다.

보기

릴리스 트리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
니다.

모두 새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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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템플릿의 새 릴리스

메뉴

설명

릴리스

템플릿의 새 릴리스 대화 상자를 열고 템플릿
프로젝트의 릴리스를 기반으로 릴리스를 만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의 새 릴리스
대화 상자(19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이 옵션은 ALM Edition에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
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이 옵션은 템플릿 프로젝트와 링
크 및 동기화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표시

<오른쪽 클릭 메뉴>

요구 사항 모듈로 이동하고 선택한 릴리스 또
는 주기에 할당된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테스트 집합 폴더 표시

<오른쪽 클릭 메뉴>

테스트 랩 모듈로 이동하고 선택한 주기에 할
당된 테스트 집합 폴더를 표시합니다.

릴리스 모듈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릴리스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관리 아래에서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참고 항목

l

릴리스 모듈 메뉴 및 버튼(151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l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녹색 별표> - 이 탭은 채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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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중요 시점 - 릴리스 트리의 릴리스의 중요 시점입니다.

ALM 버전: 이 아이콘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
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릴리스 폴더 - 릴리스를 구성하는 폴더입니다.
릴리스 - 릴리스 트리의 릴리스입니다.
주기 - 릴리스 트리의 릴리스 주기입니다.

릴리스 모듈 필드
릴리스 모듈 세부 정보 탭에는 릴리스 또는 주기에 대한 다음 필드가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사이드바의 관리 아래에서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l

l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릴리스 날짜 안에 주기 날짜를 포함해야 합니다.
릴리스 모듈에서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의 레이블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모듈에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필드와 값을 제한하고 동적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 필드(172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l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

필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주기 ID

ALM에서 자동으로 할당한 주기의 고유 숫자 ID입니다. 주기 ID는 읽
기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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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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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릴리스 ID

ALM에서 자동으로 할당한 릴리스의 고유 숫자 ID입니다. 릴리스 ID
는 읽기 전용입니다.

이름

폴더, 릴리스 또는 주기 이름입니다.

시작 날짜

릴리스 또는 주기가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종료 날짜

릴리스 또는 주기가 종료되는 날짜입니다.

릴리스 시작 날짜

릴리스가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릴리스 종료 날짜

릴리스가 종료되는 날짜입니다.

주기에 할당된 요구 사항

선택된 주기에 연결된 요구 사항의 수입니다.
요구 사항 모듈에서 주기에 할당된 요구 사항을 보려면 요구 사항 수
가 표시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릴리스에 할당된 요구 사항

선택된 릴리스에 연결된 요구 사항의 수입니다.
요구 사항 모듈에서 릴리스에 할당된 요구 사항을 보려면 요구 사항
수가 표시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주기에 할당된 테스트 집합
폴더

선택된 주기에 연결된 테스트 집합 폴더의 수입니다.
테스트 랩 모듈에서 주기에 할당된 테스트 집합 폴더를 보려면 테스
트 집합 폴더 수가 표시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새 릴리스/릴리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새 릴리스 대화 상자에서 새 릴리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는 선택한 릴리스의 세부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l

새 릴리스 대화 상자: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으로 클릭하고 새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템플릿 기반 프로젝트에서: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빈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l

HP ALM (12.00)

릴리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하고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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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9장: 릴리스 및 주기

중요 정보
ALM 버전: 새 릴리스 대화 상자는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새 빈 릴리스 옵션은 템플릿 프로젝트와 링크 및 동기화된 프로젝트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프로젝트 링크 및 동기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
십시오.
관련 작업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참고 항목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데이터를 지웁니다.
사용 가능: 새 릴리스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
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
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이름

새 릴리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세부 정보

릴리스 필드를 나열합니다. 필수 필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릴리스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모듈 필드(156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팁: 이 페이지에서 설명 필드를 클릭하면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
법 검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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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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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릴리스 범위

현재 선택된 릴리스의 릴리스 범위 항목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릴
리스 범위 탭(17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이 탭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
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용 가능: 릴리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첨부 파일

새 릴리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 주기/주기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새 주기 대화 상자에서 새 주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기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는 선택한 주기의 세부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새 주기 대화 상자: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
고 새 주기를 선택합니다.
주기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확장하고 주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l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l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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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9장: 릴리스 및 주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데이터를 지웁니다.
사용 가능: 새 주기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

주기의 이름입니다.

세부 정보

주기 필드를 나열합니다. 필수 필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주
기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모듈 필드(1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팁: 이 페이지에서 설명 필드를 클릭하면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첨부 파일

주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진행률 탭
이 탭에는 릴리스 또는 주기의 현재 진행률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통계와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경
과된 일수와 남은 일수, 완료된 테스트 인스턴스와 실행할 남은 테스트 인스턴스, 실제 및 필수 실행
률을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릴리스 모듈에서:
l

l

릴리스: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상태 탭을 클릭한 다음 진행률 탭
을 클릭합니다.
주기: 릴리스를 확장하고 주기를 선택한 다음 진행률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최신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릴리스 모듈 도구 모음에서 모두 새로 고침 버튼
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l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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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9장: 릴리스 및 주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총 일 수(릴리스/주기)

선택한 릴리스 또는 주기에서 남은 총 일 수(종료 날짜 - 시작 날짜)

릴리스/주기 동안 남은
일수

선택한 릴리스 또는 주기 동안 남은 총 일 수

릴리스/주기에 대한 총
테스트 인스턴스

선택한 릴리스 또는 주기에 할당된 테스트 집합 폴더에 포함된 테스트
인스턴스의 총 수

실행할 남은 테스트 인스
턴스

선택한 릴리스 또는 주기 중 아직 실행하지 않은 릴리스 또는 주기의 할
당된 테스트 집합 폴더에 포함된 테스트 인스턴스의 총 수

필수 수행률(테스트 인스 선택한 릴리스 또는 주기 중 남은 일 수에서 1일마다 필요한 테스트 실
턴스/일)
행의 평균 수
일(진행 표시줄)

선택한 릴리스 또는 주기에서 경과된 일수의 비율(%)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진 선택한 릴리스 또는 주기에서 완료된 테스트 실행의 비율(%)
행 표시줄)
참고: 테스트 인스턴스가 실행되고 실행 결과가 저장되면 현재
Not Completed 또는 Blocked 상태인 경우에도 실행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적용 범위 진행 그래프

선택한 릴리스 또는 주기의 적용 범위 진행을 표시합니다.
표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할당된 요구 사항 - 선택한 릴리스 내 모든 주기에 할당된 요구 사항
의 누적 비율(%). 이 옵션은 릴리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적용 범위 - 선택한 주기 또는 선택한 릴리스 내의 모든 주기
에 대해 계획된 테스트의 누적 비율(%)
실행된 적용 범위 - 선택한 주기 또는 선택한 릴리스 내의 모든 주기
에 대해 실행된 테스트의 누적 비율(%)
통과된 적용 범위 - 선택한 주기 또는 선택한 릴리스 내의 모든 주기
에 대해 성공적으로 실행된 테스트의 누적 비율(%)
참고: 적용 범위 진행 관계를 보려면 요구 사항과 테스트 사이
에 링크를 정의하고 요구 사항과 테스트 집합을 주기에 할당해
야 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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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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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탭
이 탭은 릴리스 또는 주기 과정에서 제출된 결함 수를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그래프를 보고 릴리스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릴리스 모듈에서:
l

l

중요 정보

릴리스: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상태 탭을 클릭한 다음 품질
탭을 클릭합니다.
주기: 릴리스를 확장하고 주기를 선택한 다음 품질 탭을 클릭합니다.

최신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릴리스 모듈 도구 모음에서 모두 새로 고침 버튼
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참고 항목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결함 열기 빈도 그래프

선택된 릴리스 또는 주기에서 열린 결함 수를 표시합니다.
이 그래프에는 발견된 릴리스 또는 발견된 주기 값이 선택한 릴리스 또는
주기와 일치하는 결함이 표시됩니다. 결함은 심각도 수준에 따라 그룹화
됩니다. X축에는 각 주기의 마지막 날 심각도에 따른 결함 수가 표시됩니
다.

<결함 심각도 수준 표
시 옵션>

결함 심각도 수준을 기준으로 그래프에 표시하는 결함을 결정합니다. 심
각도 수준은 낮음-1부터 긴급-5까지입니다.

미해결 결함 그래프

선택한 릴리스 또는 주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결함 수를 표시합니다.
이 그래프에는 대상 릴리스 또는 대상 주기 값이 선택한 릴리스 또는 주기
와 일치하는 결함이 표시되거나 비어 있습니다. 결함은 심각도 수준에 따
라 그룹화됩니다. X축에는 각 주기의 마지막 날 심각도에 따른 미해결 결
함 수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열림, 다시 열림 결함이 미해결 결
함으로 간주됩니다.

미해결 결함 구성

미해결 결함 구성 대화 상자를 열고 상태를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그래프
에 표시할 결함을 결정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미해결 결함 구성 대화 상자(163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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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9장: 릴리스 및 주기

미해결 결함 구성 대화 상자
미해결 결함 구성 대화 상자에서는 품질 탭 그래프에 표시할 결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에는 릴리스 또는 주기 과정에서 제출된 결함 수가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미해결 결함은 상태
를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구성합니다.
액세스 방법

1. 릴리스 모듈에서 주기를 선택합니다.
2. 품질 탭에서 미해결 결함 구성 링크를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할 수 있는 결 미해결 결함을 구성하는 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나열합니다.
함 상태
선택한 상태를 사용할 수 있는 결함 상태와 표시 가능한 결함 상태 사이에서
이동합니다.
팁: 창 사이에서 상태를 끌거나 상태를 두 번 클릭하여 다른 창으로 이동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태를 사용할 수 있는 결함 상태와 표시 가능한 결함 상태 사이에서 이
동합니다.
표시 가능한 결함
상태

미해결 결함을 구성하는 데 현재 사용하는 상태를 나열합니다.

대상으로 지정된
결함만

이 옵션을 선택하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함만 그래프에 포함됩니
다.
l

상태가 표시 가능한 결함 상태 열에 나열된 결함

l

이 주기에서 해결하도록 지정된 결함

주기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릴리스 트리에 정의된 주기에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집합 폴더를 할당할 수 있습니
다.
액세스 방법

HP ALM (12.00)

요구 사항 모듈의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집합 폴더를 마우스 오
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주기에 할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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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주기에 요구 사항을 할당하면 요구 사항의 대상 주기 필드에 해당 값이 입력되
며 대상 릴리스 필드에 주기의 릴리스가 입력됩니다.
테스트 집합 폴더를 주기에 할당하면 테스트 집합의 하위 폴더가 동일한 주기
에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l

ALM에서 요구 사항 사용 방법(244페이지)

l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

l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주기 세부 정보 표시 - 선택한 주기에 대한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읽기 전용
모드로 엽니다.
새로 고침 - 릴리스 트리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필터/정렬 - 선택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찾기 상자>

검색하려는 주기 이름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찾기 - 릴리스 트리에서 찾기 상자에 지정한 값을 검색합니다.
ID를 사용하여 엔터티로 이동 - 주기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트리에서 주
기 ID에 따라 주기를 검색합니다.

<릴리스 트리>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 트리를 표시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주기를 선택합니다. 둘 이상의 주기에 요구 사항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서 할당된 주기를 지웁니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모듈

릴리스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릴리스 트리에 정의된 릴리스에 요구 사항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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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릴리스에
할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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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릴리스에 요구 사항을 할당하면 요구 사항의 대상 릴리스 필드에 해당 값이 입
력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참고 항목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릴리스 세부 정보 표시 - 선택한 릴리스에 대한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읽기
전용 모드로 엽니다.
새로 고침 - 릴리스 트리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필터/정렬 - 선택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찾기 상자>

검색하려는 릴리스 이름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찾기 - 릴리스 트리에서 찾기 상자에 지정한 값을 검색합니다.
ID를 사용하여 엔터티로 이동 - 릴리스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트리에서
릴리스 ID에 따라 릴리스를 검색합니다.

<릴리스 트리>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 트리를 표시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하나 이상의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에서 할당된 릴리스를 지웁니다.

릴리스/주기/중요 시점 일정 변경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릴리스, 주기 또는 중요 시점의 시작 및 종료 날짜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관련 작업

HP ALM (12.00)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 주기 또는 중요 시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합니다. 일정 변경을 선택합니다.
l

릴리스 일정을 변경하면 그에 따라 관련 주기, 중요 시점, KPI 임계값도 일정
이 변경됩니다.

l

중요 시점 일정을 변경하면 그에 따라 관련 KPI 임계값 일정이 변경됩니다.

l

ALM에서 릴리스 및 주기 사용 방법(146페이지)

l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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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l

릴리스 및 주기 개요(146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시작 날짜

릴리스, 주기 또는 중요 시점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종료 날짜

릴리스 또는 주기가 종료되는 날짜입니다.
사용 가능: 릴리스/주기 일정 변경 대화 상자

기한

중요 시점이 종료되는 날짜입니다.
사용 가능: 중요 시점 일정 변경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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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T 릴리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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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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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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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된 결함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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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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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릴리스 개요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를 사용하면 품질 보증 관리자가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 활동의 목표를
정의하여 응용 프로그램 준비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각 릴리스에 대해 릴리스 범위 항목을 정의합니다. 릴리스 범위 항목이란 새 기능, 기존 기능의 변경
사항, 새 테마 등 릴리스의 하위 섹션을 말합니다. 각 범위 항목에 대해 관련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
트 집합, 결함을 정의합니다. 릴리스 범위 항목의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해 항목을 중요 시점에 연결
합니다. 중요 시점은 결과물의 완료를 나타내는 릴리스 시점이며, 중요 시점을 기준으로 릴리스 진행
률을 추적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시점은 하나 이상의 릴리스 범위 항목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PPT는 KPI(핵심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정의된 중요 시점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KPI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요한 성능을 추적하도록 설계된 정량적 측정 수단으로, 품질 보증 활동의 핵심
결과를 측정합니다. 각 KPI에 대해 경고 한도를 설정하는 임계 수준을 정의합니다.
PPT는 KPI를 사용하여 중요 시점의 준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릴리스의 전반적 상태 및 배포 준비를
성과표의 형태로 표시합니다. 성과표를 통해 각 중요 시점이 매일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모니터
링 및 추적합니다. 결과를 더 자세히 분석하려면 대시보드 보고서와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PPT 사용 방법
이 작업에서는 릴리스, 릴리스 범위, 중요 시점을 정의하는 방법과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 범위 상
태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PP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

l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
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제품 기능 동영상: PPT 데모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주 창에서 도움말 > 동영상을 선
택합니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릴리스 정의(169페이지)

l

릴리스 범위 항목 정의(169페이지)

l

중요 시점 정의(169페이지)

l

진행률 분석(16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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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릴리스 정의
a. 릴리스 모듈 열기 - ALM 사이드바의 관리 아래에서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릴리스 모듈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b. 폴더 만들기 -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릴리스 루트 폴더를 클릭하고 새 릴리스 폴더를 선택
합니다. 하위 폴더를 만들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폴더를 클릭하고 새 릴리스 폴더를
선택합니다.
c. 릴리스 추가 - 릴리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릴리스/릴리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157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템플릿 프로젝트에 링크된 프로젝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템플릿 프로젝트에서 복사하여 릴
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릴리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템플릿의 새 릴
리스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템플릿의 새 릴리스 대화 상자(197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2.

릴리스 범위 항목 정의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릴리스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릴리스 범위 항목을 추가
하고 관련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집합, 결함을 정의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릴리스 범위 탭(17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중요 시점 정의
a. 중요 시점 추가 -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중요 시점
을 선택합니다. 새 중요 시점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중요 시점의 시간표를 정의합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중요 시점 대화 상자(17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 릴리스 범위 항목 연결 - 릴리스 트리에서 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중요 시점 범위 탭을 클
릭합니다. 중요 시점을 릴리스 범위 항목과 연결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중
요 시점 범위 탭(1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c. KPI 연결 - KPI 탭을 클릭합니다. 관련 KPI를 구성하고 해당 KPI 기준의 성능 경계를 설정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KPI 유형(1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진행률 분석
n

성과표 보기 -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성과표 탭을 클릭합니다. 정의된 중요
시점의 상태와 진행률을 확인합니다. 성과표 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과표 탭(19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Gantt 차트 보기 - 릴리스 트리에서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마스터 계획 탭을 클릭합니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마스터 계획 탭(18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PPT 그래프 작성 - 그래프 작성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
(80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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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유형
이 섹션에서는 시스템에 정의된 KPI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요 정보

시스템 정의 KPI를 수정하고 프로젝트에 사용자 정의 KPI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KPI 유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KPI 유형

설명

작성된 테스트

계획 상태가 준비로 설정된 테스트 수를 계산합니다.

자동 테스트

자동 테스트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적용된 요구 사항

하나 이상의 테스트에 적용된 요구 사항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일별 수정된 결함

하루 동안 수정된 결함 수를 계산합니다.

통과된 요구 사항

적용된 테스트의 실행 상태가 Passed인 요구 사항의 비율(%)을 계산
합니다.

통과된 테스트

마지막 실행의 실행 상태가 Passed인 테스트의 비율(%)을 계산합니
다.

거부된 결함

거부된 결함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검토된 요구 사항

검토된 비즈니스 또는 기능 요구 사항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심각한 결함

상태가 신규, 열림 또는 다시 열림인 결함 중 심각도 수준이 5-긴급 또
는 4-매우 높음인 결함의 수를 계산합니다.

실행된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된 테스트 인스턴스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실행된 테스트

실행된 테스트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PPT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된 결함 컨텐츠
PPT 릴리스를 사용할 경우 릴리스 범위 항목 컨텐츠에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집합, 결함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ALM은 이 컨텐츠를 기준으로 PPT 릴리스 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성과표를 계산합니
다. 릴리스 모듈 > 릴리스 범위 탭 > 컨텐츠 탭에서 릴리스 범위 항목에 컨텐츠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범위 탭(17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포함하는 테스트 및 테스트 집합에 따라 포함할 수 있는 결함 컨텐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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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테스트 및 테스트 집합에 선택한 컨텐츠를 기준으로 ALM에서 릴리스 범위 항목에 대해
결함 컨텐츠와 함께 포함할 관련 엔터티를 결정하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집합
(및 연관 엔터티)에 링크된 결함" 옵션 선
택 시 포함되는 결함 컨텐츠

테스트
선택 옵션

테스트 집합
선택 옵션

선택한 폴더의 테스트
(필터 포함 또는 제외)

선택한 폴더의 테스트 집합
(필터 포함 또는 제외)

선택한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집합
(및 연관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 실행 단
계)에 링크된 결함

선택한 폴더의 테스트
(필터 포함 또는 제외)

선택한 테스트를 포함하는
테스트 집합

선택한 요구 사항에 링크된 결함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
용하는 테스트

선택한 폴더의 테스트 집합
(필터 포함 또는 제외)

선택한 요구 사항에 링크된 결함, 또는 선
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에 링
크된 결함

선택한 테스트에 링크된 결함, 또는 선택
한 테스트의 테스트 인스턴스가 포함된
테스트 집합에 링크된 결함, 또는 해당 테
스트 인스턴스에 연결된 실행 및 실행 단
계에 링크된 결함

선택한 테스트 집합(및 연관 테스트 인스
턴스, 실행, 실행 단계)에 링크된 결함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
용하는 테스트

선택한 테스트를 포함하는
테스트 집합

선택한 요구 사항에 링크된 결함, 또는 선
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에 링
크된 결함
선택한 요구 사항에 링크된 테스트의 테
스트 인스턴스가 포함된 테스트 집합에
링크된 결함 또는 해당 테스트 인스턴스
에 연결된 실행 및 실행 단계에 링크된 결
함

PPT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T 필드

172

릴리스 범위 탭

173

새 범위 항목/범위 항목 세부 정보 대화 상자

176

새 중요 시점 대화 상자

177

중요 시점 범위 탭

178

KPI 탭

180

새 KPI/KPI 세부 정보 대화 상자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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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 페이지

185

새 임계값 대화 상자

187

마스터 계획 탭

188

중요 시점 세부 정보 대화 상자

189

성과표 탭

190

KPI 드릴다운 그래프

191

KPI 드릴다운 결과 대화 상자

193

시간별 분해 그래프

194

성과표 레이아웃 대화 상자

196

템플릿의 새 릴리스 대화 상자

197

PPT 필드
이 섹션에서는 릴리스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PPT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요 정보

l

l

릴리스 모듈에서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의 레이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모듈에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필드와 값을 제한하고 동적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릴리스 범위 탭(173페이지)

l

마스터 계획 탭(188페이지)

l

성과표 탭(190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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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기한

중요 시점이 종료되는 날짜입니다.

KPI 유형

KPI의 유형 - 자세한 내용은 KPI 유형(1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레이블

마스터 계획 탭의 차트에 표시하는 릴리스 범위 항목 이름입니다.

중요 시점 ID

ALM에서 중요 시점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중요 시점
ID는 읽기 전용입니다.

수정한 날짜

릴리스 범위 항목 또는 중요 시점을 마지막으로 변경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기본값: 데이터베이스 서버 날짜 및 시간입니다.

이름

릴리스 범위 항목 또는 중요 시점의 이름입니다.

소유자

릴리스 범위 항목을 소유하는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우선 순위

낮음 우선 순위(수준 1)부터 높은 우선 순위(수준 3)까지 릴리스 범위 항목의
우선 순위

릴리스 종료 날짜

릴리스가 종료되는 날짜입니다.

릴리스 ID

ALM에서 자동으로 할당한 릴리스의 고유 숫자 ID입니다. 릴리스 ID는 읽기
전용입니다.

릴리스 시작 날짜

릴리스가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범위 항목 ID

릴리스 범위 항목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된 고유 영숫자 ID입니다. 이 필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추적 시작 날짜

중요 시점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릴리스 범위 탭
이 탭에서는 릴리스 범위 항목을 정의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릴리스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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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새 범위 항목 - 새 범위 항목 대화 상자를 열고 릴리스 범위 항목을 정의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범위 항목/범위 항목 세부 정보 대화 상자(176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삭제 - 선택한 릴리스 범위 항목을 삭제합니다.
새로 고침 - 릴리스 범위 표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릴리스 범위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필터/정렬 - 선택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범위 항목 세부 정보 - 범위 항목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릴리스 범
위 항목의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범위 항목/범위 항
목 세부 정보 대화 상자(17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시/숨기기 - 설명 및 컨텐츠 탭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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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컨텐츠 탭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할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요구 사항 - 요구 사항 트리를 표시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할 폴더/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l

테스트 - 테스트 계획 트리를 표시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할 폴더/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탭에 선택된 요구 사항을 적용한 테스트만 포함하려면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l

테스트 집합 - 테스트 집합 트리를 표시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할 테스트 집합 폴더를 선택합니
다.
테스트 탭에 선택된 테스트만 포함된 테스트 집합만 포함하려면 선택한 테스
트를 포함하는 테스트 집합을 선택합니다.

l

결함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할 결함을 정하는 필터를 정의하려면 정의된 필터
로 선택한 결함을 선택합니다.

n

선택한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집합에 링크된 결함만 포함하려면 선택
한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집합(및 연관 엔터티)에 링크된 결함을 선택
합니다.
참고: 결함과 테스트 집합 사이의 링크에는 다음에 대한 간접 링크도
포함됩니다.
o

테스트 인스턴스

o

실행

o

단계

ALM에서 포함할 결함 및 연관 엔터티를 결정하는 방식은 PPT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된 결함 컨텐츠(17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설명 탭

릴리스 범위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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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범위 항목/범위 항목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릴리스 범위 항목을 정의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릴리스 범위 탭에서 릴리스 범위 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범위 항목을 선택합니다. 새 범위 항목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릴리스 범위 탭에서 릴리스 범위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범위 항목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범위 항목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
니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첫 번째/이전 다음/마지막 엔터티 - 릴리스 범위 항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
다.
사용 가능: 범위 항목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모든 필드 지우기 - 대화 상자의 모든 필드를 지웁니다.
사용 가능: 새 범위 항목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이름

릴리스 범위 항목의 이름입니다.

세부 정보

릴리스 범위 항목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PPT 필드(1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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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컨텐츠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할 컨텐츠를 표시합니다. 다음 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l

요구 사항 - 요구 사항 트리를 표시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할 폴더/요구 사항을 선택합
니다.

l

테스트 - 테스트 계획 트리를 표시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할 폴더/테스트를 선택합니
다.
요구 사항 탭에 선택된 요구 사항을 적용한 테스트만 포함하려면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l

테스트 집합 - 테스트 집합 트리를 표시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할 테스트 집합 폴더를 선택합
니다.
테스트 탭에 선택된 테스트만 포함된 테스트 집합만 포함하려면 선택한
테스트를 포함하는 테스트 집합을 선택합니다.

l

결함 - 결함 표를 표시합니다.
릴리스 범위 항목에 포함할 결함을 정하는 필터를 정의합니다.

설명

릴리스 범위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새 중요 시점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중요 시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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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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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10장: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릴리스

중요 정보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MAX_MILESTONES_PER_RELEASE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릴리스당 정의할 수 있는 중요 시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 하십시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대화 상자의 모든 필드를 지웁니다.
사용 가능: 새 중요 시점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

중요 시점의 이름입니다.

세부 정보

중요 시점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 필드(1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설명

중요 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요 시점 범위 탭
이 탭에서는 릴리스 범위 항목과 중요 시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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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중요 시점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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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MAX_SCOPE_ITEMS_PER_RELEASE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릴리스당 정의할 수 있는 범위 항목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참고 항목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중요 시점 범위 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범위 항목 선택 - 범위 창을 열고 릴리스 범위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위 항목 제거 - 표에서 선택한 범위 항목을 제거합니다.
새로 고침 - 중요 시점 범위 표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중요 시점 범위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필터/정렬 - 선택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범위 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범위 항목 추가 - 선택함 릴리스 범위 항목을 중요 시점 범위 표에 추가합니다.
팁: 릴리스 범위 항목을 범위 항목 표에서 중요 시점 범위 표로 끌어서 추
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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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범위 항목 세부 정보 표시 - 선택한 범위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읽기 전용 모드로 엽니다.
모두 새로 고침 - 범위 항목 표를 새로 고칩니다.
찾기 - 범위 항목 표에서 특정 릴리스 범위 항목을 검색합니다.
찾기 상자에서 릴리스 범위 항목의 이름(또는 이름의 일부)을 입력하고 찾기
를 클릭합니다. 검색에 성공하면 범위 항목 표에서 일치하는 릴리스 범위 항목
이 강조 표시됩니다.
필터/정렬 - 범위 항목 표에서 릴리스 범위 항목을 필터링 및 정렬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열 표시 방법 및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D 기준 범위 항목으로 이동 - 범위 항목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범위 항목
ID를 사용하여 특정 테스트를 검색합니다.
참고: 현재 필터에 있는 릴리스 범위 항목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KPI 탭
이 탭에서는 KPI를 정의하여 중요 시점 범위를 추적하고 KPI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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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KPI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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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l

기본 KPI를 사용자 지정하고 고유 KPI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MAX_KPIS_PER_MILESTONE 매개 변
수를 사용하여 중요 시점당 정의할 수 있는 KPI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MAX_THRESHOLD_VALUES_PER_
KPI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KPI당 정의할 수 있는 임계값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주 영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KPI 창을 열고 KPI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KPI 삭제 - 새 중요 시점 표에서 선택한 KPI를 제거합니다.
KPI 세부 정보 표시 - KPI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KPI 및 임계값을 업데
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KPI/KPI 세부 정보 대화 상자(182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로 고침 - 표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선택한 KPI 열의 임계값을 표시합니다.
이 옵션은 단일 셀을 선택하여 활성화합니다.
정의된 중요 시점 범위에 선택한 KPI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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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정의된 중요 시점 범위에서 선택한 KPI를 제외합니다.
새 KPI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KPI를 기준으로 KPI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
용은 새 KPI/KPI 세부 정보 대화 상자(18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시/숨기기 - 임계값 창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임계값 창

선택한 KPI의 임계값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계값 페이지
(18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KPI 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KPI 추가 - KPI 탭에서 선택한 KPI를 주 영역에 추가합니다.
KPI 정의 세부 정보 표시 - 선택한 KPI에 대한 KPI 정의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읽기 전용 모드로 엽니다.
찾기 - KPI 표에서 특정 KPI를 검색합니다.
찾기 상자에서 KPI의 이름(또는 이름의 일부)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합니다.
검색에 성공하면 KPI 표에서 KPI가 강조 표시됩니다.
필터/정렬 - KPI 표에서 KPI를 필터링 및 정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열 표시 방법 및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 KPI/KPI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KPI를 정의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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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KPI 탭을 클릭합니다. KPI로 만들기를 클릭합
니다. 새 KPI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KPI 탭을 클릭합니다. KPI 세부 정보 표시
를 클릭합니다. KPI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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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MAX_KPIS_PER_MILESTONE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중요 시점당 정의할 수 있는 KPI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MAX_THRESHOLD_VALUES_PER_
KPI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KPI당 정의할 수 있는 임계값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
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KPI 유형(170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공통 요소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대화 상자의 모든 필드를 지웁니다.
사용 가능: 새 KPI 대화 상자
KPI 유형 정의 표시 - KPI 유형 정의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KPI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KPI ID

KPI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된 고유 영숫자 ID입니다. KPI ID 필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름

KPI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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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보 보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KPI 유형

KPI의 유형 - 사용 가능한 K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PI 유형(170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KPI 유형 세부 정보
보기

선택한 KPI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설명

선택한 KPI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택 사항 필터 보기
이 보기에서는 각 중요 시점 범위 항목의 엔터티 모집단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필터/정렬 설정 - 선택한 조건에 따라 KPI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필터 지우기 - 정의된 필터를 지웁니다.

KPI 유형 세부 정보
보기

선택한 KPI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임계값 보기
이 보기에서는 선택한 KPI에 대한 임계값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계값 페이지(18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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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 페이지
이 창에서는 선택한 KPI에 대한 임계값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l

중요 정보

l

l

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KPI 탭을 클릭합니다. KPI로 만들기를 클릭합
니다. 새 KPI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임계값을 클릭합니다.
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KPI 탭을 클릭합니다. KPI 세부 정보 표시
를 클릭합니다. KPI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임계값을 클릭합니
다.
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KPI 탭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임계값 창이 표시
됩니다.
KPI의 기본 임계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MAX_THRESHOLD_VALUES_PER_
KPI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KPI당 정의할 수 있는 임계값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
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새 임계값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KPI에 대한 임계값을 정의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임계값 대화 상자(18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임계값 표에서 선택한 임계값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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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기본 KPI 임계값을 복원합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새 임계값 표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날짜

임계값 날짜입니다.

초과 시 정상

초과 시 정상보다 작고 경고 제한보다 큰 값은 경고 KPI 상태를 나타냅니
다.
경고 제한보다 작은 값은 심각한 KPI 상태를 나타냅니다.

미만 시 정상

미만 시 정상보다 크고 경고 제한보다 작은 값은 경고 KPI 상태를 나타냅
니다.
경고 제한보다 큰 값은 심각한 KPI 상태를 나타냅니다.

% 경고 범위

KPI의 경고 범위를 정합니다.
초과 시 정상보다 작고 경고 제한보다 큰 값은 경고 KPI 상태를 나타냅니
다.
미만 시 정상보다 크고 경고 제한보다 작은 값은 경고 KPI 상태를 나타냅
니다.

임계값 미리 보기

중요 시점 기간 동안 선택한 KPI의 임계값을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색상으로 구분된 임계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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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녹색 - 양호한 KPI 상태를 나타냅니다.

l

노란색 - 허용 가능 또는 경고 KPI 상태를 나타냅니다.

l

빨간색 - 불량한 KPI 상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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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계값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선택한 KPI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l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KPI 탭을 클릭합니다. KPI로 만들기를 클릭합니
다. 새 KPI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임계값을 클릭합니다. 임계값 추가를 클릭
합니다.
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KPI 탭을 클릭합니다. KPI 세부 정보 표시
를
클릭합니다. KPI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임계값을 클릭합니다. 임
계값 추가를 클릭합니다.
중요 시점을 선택합니다. KPI 탭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임계값 창이 표시됩
니다. 임계값 추가를 클릭합니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날짜

임계값 날짜입니다.

초과 시 정상

초과 시 정상보다 작고 경고 제한보다 큰 값은 경고 KPI 상태를 나타냅니다.
경고 제한보다 작은 값은 심각한 KPI 상태를 나타냅니다.

미만 시 정상

미만 시 정상보다 크고 경고 제한보다 작은 값은 경고 KPI 상태를 나타냅니다.
경고 제한보다 큰 값은 심각한 KPI 상태를 나타냅니다.

% 경고 범위

KPI의 경고 범위를 정합니다.
초과 시 정상보다 작고 경고 제한보다 큰 값은 경고 KPI 상태를 나타냅니다.
미만 시 정상보다 크고 경고 제한보다 작은 값은 경고 KPI 상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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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계획 탭
이 탭은 릴리스 진행률을 Gantt 차트로 표시합니다.
액세스 방법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마스터 계획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세부 정보 표시 - 선택한 엔터티에 따라 적절한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주기, 중요 시점, 릴리스 범위 항목 엔터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기 세부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 주기/주기 세부 정보 대화 상자(159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시점 세부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요 시점 세부 정보 대화 상자(18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범위 항목 세부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 범위 항목/범위 항목 세부
정보 대화 상자(17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팁: 차트에서 엔터티를 두 번 클릭하면 적절한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
니다.
새로 고침 - 차트를 새로 고칩니다.
일정 변경 - 릴리스, 주기 또는 중요 시점의 시작 및 종료 날짜 일정을 변경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주기/중요 시점 일정 변경 대화 상자(16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확대/축소 - 차트의 배율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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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전체 릴리스 표시 - 차트를 원래 크기로 복원합니다. 이 버튼은 확대/축소 버튼
을 사용할 때 활성화됩니다.
전체 화면 보기 - 차트를 새 창에서 열고 최대 크기로 표시합니다.

중요 시점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중요 시점을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마스터 계획 탭을 클릭합니다. 차트
에서 중요 시점을 두 번 클릭합니다.
릴리스 모듈에서 중요 시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세부 정
보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 시점 ID

ALM에서 중요 시점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중요 시점
ID는 읽기 전용입니다.

이름

중요 시점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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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세부 정보

중요 시점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 필드(1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시점 범위

릴리스 범위 항목을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요 시
점 범위 탭(1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KPI

KPI를 정의하고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PI 탭(180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새 중요 시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변경 중 수정되는 필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 내역 탭(8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설명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과표 탭
이 탭에는 릴리스 상태를 정할 수 있는 KPI 계산이 표시됩니다. 각 KPI 셀의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고
계산을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으며 KPI 데이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엔터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성과표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성과표 탭에서 진행률을 보려면 프로젝트에 대한 계산을 실행해야 합니다. 계산
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
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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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l

보기 탭 - PPT 그래프(80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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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성과표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성과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 탭 - PPT 그래프(807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참고: KPI는 매일 사전 정의된 시간에 계산되며 중요 시점은 기한에
도달할 때 계산됩니다.
성과표 레이아웃 - 성과표 레이아웃 대화 상자를 열고 성과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표 레이아웃 대화 상자(19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래프 이미지 저장 - 성과표를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전체 화면 - 성과표를 전체 화면 모드로 표시합니다.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에 정의된 대로 선택한 셀의 KPI 분석을 엽니다. 자
세한 내용은 KPI 드릴다운 그래프(19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KPI 값 계산에 사용된 엔터티의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결과 드릴다운 대
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KPI 드릴다운 결과 대화 상자(193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릴리스 범위 항목에 50개의 결함이 있고, 이 중 10개가 거부된
경우 거부된 결함 KPI 값은 20%입니다. 거부된 결함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KPI 분자를 클릭합니다. 모든 결함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KPI 분모를 클릭합니다.

참고: KPI 분모는 퍼센트 KPI 유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PI 셀>

KPI 임계값이 포함된 도구 설명을 보려면 KPI 셀을 마우스로 가리킵니다.

KPI 드릴다운 그래프
이 그래프는 KPI 셀의 계산을 보여 줍니다. 상단 영역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KPI 계산의 변경이 표
시되며 하단에는 KPI 분해 계산이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1.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성과표 탭을 클릭합니다.
2. KPI 셀을 선택합니다.
3. 성과표 탭 도구 모음에서 KPI 분석 표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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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그래프 페이지에는 최대 두 개의 추가 그래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를 사용자 지정하여 추가 그래프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PDF로 내보내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를 열고 그래프를 PDF로 저
장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모든 그래프 생성/그래프 생성 - 페이지의 모든 그래프 또는 선택한
그래프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페이지를 전체 화면으로 보기 - 대시보드 페이지를 전체 화면 모드로 표시합
니다.
그래프를 전체 화면으로 보기 - 그래프를 전체 화면 모드로 표시합니다.

중요 시점

선택한 중요 시점의 이름입니다.

중요 시점 범위
항목

선택한 중요 시점 범위 항목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KPI 날짜

KPI가 마지막으로 계산된 때를 나타냅니다.

<그래프 영역>

추가 정보가 포함된 도구 설명을 보려면 그래프 세그먼트를 마우스로 가리킵
니다.

시간별 분해 링크

그래프 데이터로 드릴다운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 지점을 표시하려면 클
릭합니다. 시간별 분해 그래프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별 분해 그래프
(19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페이지 하단의 그래프 영역

HP ALM (12.00)

192/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0장: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릴리스

KPI 드릴다운 결과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는 KPI 값 계산에 사용된 엔터티에 대한 최신 날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표시된 정
보는 KPI 비율(%) 결과에 사용된 분자 또는 분모를 나타내거나 KPI 수 결과에 사용된 값을 나타냅니
다.
액세스 방법

1.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성과표 탭을 클릭합니다.
2. 성과표 도구 모음에서 KPI 셀을 선택하고 KPI 분자 또는 KPI 분모를 클릭
합니다(KPI가 비율(%) 유형인 경우).

중요 정보

l

l

이 대화 상자에는 원래 KPI 계산 이후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각 엔터티에
대한 최신 정보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표시된 정보가 KPI 값과 다를 수 있습
니다.
시스템에서 삭제된 엔터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데이터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
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
(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내보내기 - 표 데이터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기록을 텍스트 파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Microsoft Word 문서 또는 HTML 문서로 내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세그먼트 매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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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모두 - 표의 모든 기록을 내보냅니다.

l

선택된 항목 - 표에서 선택한 기록을 내보냅니다.

데이터 표 위에 있으며, 드릴다운 유형과 표시된 기록 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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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데이터 표>

선택한 KPI 값에 포함된 분자 또는 분모 기록의 목록
특정 기록을 열려면 기록을 두 번 클릭합니다. <모듈> 세부 정보 대화 상
자를 열고 기록을 보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탐색 버튼을 사용하여 드
릴다운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별 분해 그래프
이 그래프에는 기간 중 특정 지점이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릴리스 모듈에서:
1.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성과표 탭을 클릭합니다.
2. KPI 셀을 선택합니다.
3. 성과표 탭 도구 모음에서 KPI 분석 표시를 클릭합니다. KPI 드릴다운 그래
프가 열립니다.
4. KPI 드릴다운 그래프 페이지 하단에서 시간별 분해 링크를 클릭합니다.
대시보드 모듈에서:
1.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분석 트리를 확장하고 KPI 분해 또는 릴리스 성과표 그래프 중 하나를 선
택합니다.
3.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4. KPI 분해 그래프를 표시하려면 시간별 분해 링크를 클릭합니다.
릴리스 성과표를 표시하려면 KPI 셀을 클릭합니다. KPI 그래프 페이지 하
단에서 시간별 분해 링크를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
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l

KPI 드릴다운 그래프(19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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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그래프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꺾은선형 차트 - 차트 형식을 꺾은선형 차트로 전환합니다.
데이터 표 - 표에서 그래프의 X축 매트릭스와 그룹화 기준 범주를 만듭니다.
각 그룹화 기준 범주의 합계를 표시하는 합계 행이 추가됩니다.
전체 값 표시/숨기기 - 나머지 그룹화 기준 범주의 합계를 나타내는 <합계> 범
주를 그래프에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팁: <합계> 범주를 표시한 후 범례에서 레이블을 클릭하면 범주가 숨겨집
니다.
왼쪽/오른쪽으로 스크롤 - 그래프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스크롤합니다. 이
버튼은 확대/축소 버튼을 사용할 때 활성화됩니다.
모두 표시 - 그래프를 원래 크기로 복원합니다. 이 버튼은 확대/축소 버튼을 사
용할 때 활성화됩니다.
확대/축소 - 그래프의 배율을 변경합니다.
그래프 이미지 저장 - 그래프를 막대형, 원형 또는 꺾은선형 차트로 볼 때 그래
프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다양한 그래픽 파일 형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 저장 - 데이터 표를 볼 때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를 Excel 스프레드시트, Word 파일, HTML 문서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 설정 -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를 열고 그래프 제목, 그래프 색, 그
래프 표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
(8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클립보드에 그래프 복사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그래프 복사(컬러)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컬러로 복사합니다.

l

그래프 복사(흑백)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흑백으로 복사합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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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화면 그래프 복사(컬러)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전체 화면에 맞게 확
대된 크기로 컬러로 복사합니다.
전체 화면 그래프 복사(흑백)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전체 화면에 맞게 확
대된 크기로 흑백으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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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그래프 인쇄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그래프 인쇄(컬러) - 그래프를 컬러로 인쇄합니다. 기본 버튼 옵션입니다.

l

그래프 인쇄(흑백) - 그래프를 흑백으로 인쇄합니다.

l

그래프 및 세부 정보 인쇄(컬러) - 그래프 및 설명을 컬러로 인쇄합니다.

l

그래프 및 세부 정보 인쇄(흑백) - 그래프 및 설명을 흑백으로 인쇄합니다.

<그래프 영역>

추가 정보가 포함된 도구 설명을 보려면 그래프 세그먼트를 마우스로 가리킵
니다.

<범례>

차트 범주와 해당 색을 표시합니다. 그래프에서 범주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범주를 클릭합니다.

성과표 레이아웃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성과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를 선택하고 성과표 탭을 클릭합니다. 성과표 레이아
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행

성과표에 현재 표시된 행을 나열합니다.
성과표에 나타나는 행 또는 열 이름의 순서를 설정합니다.
행 및 열 사이에서 선택한 이름을 이동합니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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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표에 현재 표시된 열을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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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행

성과표에 현재 표시된 행을 나열합니다.

필드 기준 범위 항목
그룹화

지정된 범위 항목 필드에 따라 그룹화합니다.

계획된 KPI 대상 표시

성과표의 계획됨 열에 KPI 임계값의 정상 값을 표시합니다.
참고: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계획됨 열이 표시됩니다.
중요 시점, 범위 항목 또는 KPI 데이터를 선택한 조건에 따라 좁히거나 정
렬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정의된 필터를 지웁니다.
기본 필터 정의를 복원합니다.

템플릿의 새 릴리스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템플릿 프로젝트의 기존 릴리스에서 복사하여 새 릴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릴리스 모듈에서 릴리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템플릿의
새 릴리스 > 템플릿의 새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l

l

l

l

템플릿 프로젝트에서 복사되는 릴리스 속성 - 설명, 시작/종료 날짜, 주
기, 중요 시점, KPI, KPI 임계값, 첨부 파일, 사용자 정의 필드입니다.
템플릿 프로젝트에서 복사되지 않는 릴리스 속성 - 릴리스 범위, 중요 시
점 범위, 다른 모듈의 ALM 엔터티에 대한 링크입니다.
새 릴리스를 만든 후 복사된 날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템플릿의 새 릴리스 옵션은 템플릿 프로젝트와 링크 및 동기화된 프로젝
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프로젝트 링크 및 동기화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
조하십시오.

l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
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
(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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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업
참고 항목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릴리스 모듈 창(14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템플릿 릴리스

템플릿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릴리스를 표시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릴리스 이름

새 릴리스의 이름입니다.
참고: 릴리스 모듈에 릴리스 이름이 이미 있으면 릴리스 이름에 접미사 _
Copy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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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개요
ALM 버전: 이 장에 설명된 라이브러리 모듈 기능은 ALM Essentials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
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라이브러리 모듈에서는 계층 라이브러리 트리를 정의하여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
다. 라이브러리는 프로젝트의 엔터티 집합 및 그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라이브러리의 엔터티는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리소스,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든 후 기준선을 만들어 시간별 프로젝트에 대한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
준선은 특정 시점의 라이브러리의 스냅샷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기
준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 기록 내역을 보면서 라이브러리의 시간별 개별 엔터티의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개
발을 진행하면서 기준선에 저장된 엔터티의 모든 버전을 보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면 기존 엔터티 집합을 다시 사용하고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라이브러리를 비교 및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
져온 라이브러리 개요(22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가져온 라이브러리 기능은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라이브러리와 기준선을 만들고 관리하려면 적절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도 다룹니다.
l

기준선 개요(200페이지)

l

고정된 테스트 집합(202페이지)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준선 개요
라이브러리를 만든 후 기준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특정 시점의 라이브러리의 스냅샷입니
다. 기준선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개발 수명 주기의 중요 시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에
는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리소스 등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모든 엔터티가 포함됩니다. 기준선에
는 다음도 포함됩니다.
l

l

라이브러리의 엔터티(예: 추적 가능성, 적용 범위) 간 관계
라이브러리의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 밖의 관련 엔터티(예: 호출된 테스트, 테
스트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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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을 사용하면 프로젝트의 시간별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준
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기준선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의
두 기준선을 비교하여 시간별 요구 사항의 변경 내용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에 따라 프로젝트에서 관련 테스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기준선을 라이브러리의 현재
엔터티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l

기준선에 테스트 집합을 고정합니다. 이 경우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면 기준선에 저장된 테스트 중
사용자가 지정하는 버전이 실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된 테스트 집합(202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l

기준선을 사용하여 라이브러리의 엔터티를 공유합니다. 이 경우 내 프로젝트 내에서 또는 다른 프
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의 엔터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엔터티를
공유 또는 다시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에는 기준선이 있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가져오기에 대
한 자세한 내용 및 제한 사항은 가져온 라이브러리 개요(22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

ALM 버전: 가져온 라이브러리 기능은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
십시오.

기준선 예
다음 예는 기준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l

릴리스 컨텐츠 결정 - 이해 관계자 최종 승인
조직에서 새로운 버전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석가인
Robert는 이해 관계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일련의 요구 사항을 제출합니다. 이해 관계자가
요구 사항을 검토 및 승인한 후 Robert가 기준선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해 관계자가 합의
된 릴리스 컨텐츠를 최종 승인합니다.

l

변경 내용 모니터
제품 관리자인 Kelly는 제품 개발이 예상과 다르게 구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품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면서 어떤 사항이 변경된 것을 발견하고 현재 요구 사항을 릴리스 시작 시
생성 및 합의된 기준선의 요구 사항과 비교합니다.

l

변경의 영향 평가
QA 테스터인 Michael은 최근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에 포함된 다수의 테스트를 책임지고 있
습니다. Michael은 릴리스 요구 사항에 따라 일부 테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최근 실시된 요
구 사항 검토 회의 이후 몇 가지 요구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통보받고 현재 요구 사항을 릴리
스 시작 시 생성 및 합의된 기준선의 요구 사항과 비교합니다. 어떤 변경 사항이 현재 진행 중
인 테스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고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테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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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테스트 집합
테스트 집합을 기준선에 고정하면 해당 집합에 포함된 테스트가 기준선에 저장된 버전과 연결됩니
다.
기준선에 테스트 집합을 고정할 경우:
l

지정된 기준선에 저장된 테스트 버전만 실행됩니다.

l

기준선에 포함되지 않은 테스트는 고정된 테스트 집합에서 제거됩니다.

l

고정된 테스트 집합에서 모든 테스트 실행이 삭제됩니다.

l

고정된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를 추가할 때 기준선에 포함된 테스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테스트 집합을 지울 경우:
l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가 테스트 계획 모듈의 최신 테스트 버전과 연결됩니다.

l

테스트 집합의 모든 테스트 실행이 삭제됩니다.

이 기능의 유용성
기준선에 테스트 집합을 고정하는 기능은 특정 버전에 대한 테스트 개발과 실행 사이에 시간차가 있
는 테스트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한 팀이 안정된 최신 버전에 대한 테스트를 실행할 때 이미 다른 팀
에서 테스트 계획 모듈에 차기 버전용 테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기준선에 테스
트 집합을 고정하면 테스트 집합 실행 시 올바른 버전의 테스트가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실행하는 팀이 테스트 계획 트리로부터 테스트를 선택 및 추가하여 테스트 랩 모듈에 테스
트 집합을 만듭니다. 하지만 테스트 개발과 실행 사이 시간차로 인해 테스트 계획 트리에 이미 차기
버전의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테스트(새 테스트 또는 새 단계가 추가된 테스트)가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버전의 테스트가 실행될 경우 테스트는 실패합니다. 이때, 테스터가 특정 버
전과 연결된 기준선에 테스트 집합을 고정하면 테스트 대상 버전에 포함되지 않은 테스트 또는 테스
트 단계를 해당 테스트 집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 기능은 함수 라이브러리가 사용되는 자동 기능 테스트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특정 함수
라이브러리가 다수의 테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만(예: 테스트 3에서 테스트 100까지) 기능이 아직 개
발 중인 경우 테스트 3에서 100까지 고정하지 않은 버전으로 실행하면 테스트가 모두 실패합니다.
예
Jack은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Mercury Tours 웹 사이트의 항공편 예약 기능을 확인하는 테스트
를 만들고 있습니다. Jack은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두 단계(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된
BookFlight 테스트를 만듭니다.
개발 팀에서 그다음 단계로 이 항공편 예약 기능에 부가 기능을 추가합니다. Jack은 이 새 기능
을 테스트하기 위해 BookFlight 테스트에 두 단계(3단계와 4단계)를 추가하여 업데이트해야 합
니다. 테스트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Jack이 기준선을 만듭니다(기준선 1). 기준선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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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Flight는 1단계와 2단계로만 구성됩니다. 그런 다음 Jack은 두 단계를 더 추가하여 테스트
를 업데이트합니다. 기준선 2에 4단계로 이루어진 테스트가 저장됩니다.
이와 동시에 QA 테스터인 Alice는 개발 팀에서 아직 작업 중이기 때문에 새 기능이 포함되지 않
은 이전 버전의 웹 사이트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lice가 테스트 랩 모듈에서 만든 테
스트 집합에는 Jack이 업데이트한 BookFlight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3, 4단계가 포함된 이
최신 Bookflight 테스트를 실행하면 테스트가 실패합니다. Alice가 올바른 버전의 테스트를 실
행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실행 전 기준선 1에 Bookflight를 고정합니다. 그러면 테스트에서 3, 4
단계가 제거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기준선 선택 대화 상자(2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
이 작업은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라이브러리 개요(2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

l

ALM 버전: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는 일부 라이브러리 모듈 기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은 ALM Essentials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
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제품 기능 동영상: 버전 관리 및 기준선 지정 데모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주 창에서 도
움말 >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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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라이브러리 만들기(204페이지)

l

기준선 만들기(205페이지)

l

라이브러리 작업 모니터 - 선택 사항(205페이지)

l

기준선 비교(205페이지)

l

기준선에 테스트 집합 고정(206페이지)

l

기준선 기록 내역 보기(206페이지)

l

라이브러리 공유(207페이지)

1.

라이브러리 만들기
폴더 및 하위 폴더를 포함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트리를 만들어 라이브러리의 계층 구조 프레임
워크를 정의합니다.
a. 라이브러리 모듈 열기 - ALM 사이드바의 관리 아래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b. 폴더 만들기 -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라이브러리 루트 폴더를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
니다. 하위 폴더를 만들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폴더를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
다.
c. 폴더에 라이브러리 추가 -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라이브러리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새 라이브러리 대화 상자에서 세부 정보 페이지의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세부 정보 대화 상자(213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컨텐츠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에 포함할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
보는 컨텐츠 탭(21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필터를 정의하여 포함할 엔터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계
층 구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
프로젝트 관리자인 Jim은 보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Jim의 프로젝트의 테스트 계획 트리는 제품 및 버전을 기준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im은 관련 테스트 폴더가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 라이브러리에 대
한 필터를 정의하여 해당 폴더에 보안 관련 테스트만 포함시킵니다.

참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라이브러리에 포함할 수 있는 엔터티의 수는 제한되
어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LIBRARY_FUSE 및
REQUIREMENTS_LIBRARY_FUSE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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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
시오.
2.

기준선 만들기
라이브러리의 기준선을 만들어 프로젝트 엔터티의 시간별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a.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기준선 만들기를 선
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기준선 만들기 마법사(2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b. 세부 정보 탭에서 로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 기준선 만들기 대화 상자가 열리고 진
행률이 표시됩니다.
참고: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표시를 새로 고치기 전에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기준선을
만든 후 표시를 새로 고치면 로그 보기 버튼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고 로그를 볼 수 없습
니다.
라이브러리 모듈 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모듈 창(207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c. 표시를 새로 고치려면 모듈 도구 모음의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준선 세부 정보가
세부 정보 탭에 표시됩니다. 세부 정보 탭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
브러리 모듈 필드(2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라이브러리 작업 모니터 - 선택 사항
기준선을 만들면 작업이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되므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ALM에서 작업
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비동기 작업 실행의 상태
와 진행률을 볼 수 있습니다.
ALM 마스트헤드에서
을 클릭하고 작업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
보는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5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기준선 비교
라이브러리의 두 기준선을 비교하거나 기준선을 라이브러리의 현재 엔터티와 비교합니다.
a.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기준선을 클릭한 다음 비교 대상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o

기준선 선택 - 선택한 기준선과 라이브러리의 다른 기준선을 비교합니다. 기준선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o

현재 엔터티 - 선택한 기준선과 라이브러리의 현재 엔터티를 비교합니다.

기준선 비교 도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준선 비교 도구 대화 상자
(21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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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준선 비교 결과를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려면 비교 결과 내보내기 버튼
을 클릭합
니다. 저장 후에는 컴퓨터에 정의된 .csv 파일 열기 기본 응용 프로그램(예: Microsoft
Excel)에서 파일이 열립니다.
예
서로 다른 개발 단계에서 만든 두 개의 기준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
다.

5.

기준선에 테스트 집합 고정
기준선에 테스트 집합을 고정하여 테스트 집합을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선에 저장되어 있는 테
스트 버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n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기준선으로 고정을 선
택합니다. 기준선 선택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준선 선택 대
화 상자(2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고정된 기준선을 지우려면 테스트 집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고정된 기준선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고정된 테스트 집합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고정된 테스트 집합(20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6.

기준선 기록 내역 보기
기준선에 저장된 엔터티의 모든 버전을 보고 비교합니다.
참고: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스트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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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또는 표에서 엔터티를 선택하고 기록 내역 탭 > 기준선 탭을 클릭합니다.
기준선 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준선 탭(22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7.

라이브러리 공유
프로젝트 내에서 또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기존 엔터티 집합을 다시 사용하려면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라이브러리를 비교 및 동기화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22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모듈 창

207

라이브러리 모듈 메뉴 및 버튼

209

라이브러리 모듈 아이콘

212

라이브러리 모듈 필드

212

새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세부 정보 대화 상자

213

컨텐츠 탭

215

기준선 만들기 마법사

216

기준선 비교 도구 대화 상자

218

엔터티 비교 대화 상자

220

설정 비교 대화 상자

221

기준선 탭

222

기준선 선택 대화 상자

223

라이브러리 모듈 창
라이브러리 모듈 창에서는 라이브러리와 기준선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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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l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229페이지)

라이브러리 개요(20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라이브러리 모듈
공통 UI 요소>

설명
l

l

l

l

라이브러리 필드 - 필드 정의는 라이브러리 모듈 필드(2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라이브러리 모
듈 메뉴 및 버튼(20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라이브러리 모듈 아이콘
(2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트리>

라이브러리의 그래픽 표현

<필터 상태 표시줄>

트리에 현재 적용된 필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라이브러리 트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세부 정보 탭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선택된 라이브러리 폴더,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에
대해 설명합니다.

컨텐츠 탭

선택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엔터티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컨텐츠
탭(21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가져온 프로젝트 탭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프로젝트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가져온 프로젝트 탭(23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
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원본 위치 탭

현재 선택된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원본 라이브러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
시합니다. 이 탭은 선택한 라이브러리가 가져온 라이브러리인 경우에만 표
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 위치 탭(2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
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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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설명 탭

현재 선택된 라이브러리 폴더,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에 대한 설명입니
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관리 아래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팁: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ALT 바로 가기 키를 눌러 메뉴 모음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는 일부 라이브러리 모
듈 기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은 ALM Essentials Edition에서 사
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
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l

라이브러리 모듈 아이콘(212페이지)

l

라이브러리 개요(20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메뉴

설명

새 폴더

라이브러리

새 라이브러리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더 아래에
폴더를 추가합니다.

라이브러리 만들기

라이브러리

새 라이브러리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릴리스 폴더에 라
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세부 정보 대화 상자(213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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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라이브러
리 폴더로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마법사(232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ALM 버전::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
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준선 만들기

라이브러리

선택한 라이브러리의 기준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준선 만들기 마법사(2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비교 대상

라이브러리

현재 선택된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을 다른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과 비교합니다.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선택된 라이브러리:
l

l

마지막으로 작성된 기준선 - 선택한 라이브러리와 다
른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준선을 비
교합니다.
기준선 선택 - 기준선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다른 라
이브러리에서 비교 대상 기준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선택된 기준선:
l

l

라이브러리 세부 정보

HP ALM (12.00)

라이브러리

현재 엔터티 - 선택한 기준선과 라이브러리의 현재 엔
터티를 비교합니다.
기준선 선택 - 기준선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라이브러
리에서 비교 대상 기준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라이브러
리의 세부 정보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라이브러리 모듈 창(20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10/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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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잘라내기/붙여넣기

편집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선택한 라이브러리 폴더 또는 라이
브러리를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참고: 라이브러리 폴더를 이동하면 해당 라이브러리
와 기준선도 이동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이동하면 해
당 기준선도 이동합니다. 기준선 또는 루트 폴더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팁: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라이브러리 폴더 또는 라이
브러리를 끌어서 새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편집

선택한 라이브러리 폴더,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을 삭제
합니다.
참고:
l

l

l

l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라이브러리 폴더 또는 기준
선이 포함된 라이브러리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을 삭제해도 프로젝트에
서 해당 라이브러리의 엔터티는 삭제되지 않습니
다.
기준선을 삭제하면 더 이상 기준선의 라이브러리
와 가져온 원본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과 동기화
된 라이브러리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준선을 삭제하면 기준선에 고정된 테스트 집합
도 삭제됩니다.

이름 바꾸기

편집

선택한 라이브러리 폴더,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의 이름
을 바꿉니다. 루트 폴더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로 고침

보기

라이브러리 트리와 탭을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
다.

필터

보기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라이브러리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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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모듈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관리 아래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ALM 버전: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는 일부 라이브러리 모
듈 기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은 ALM Essentials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
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항목

l

라이브러리 모듈 메뉴 및 버튼(209페이지)

l

라이브러리 모듈 창(207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녹색 별표> - 해당 탭이 채워져 있습니다.
기준선 - 라이브러리 트리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기준선입니다.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 동일한 프로젝트 또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라이브러
리입니다.
라이브러리 폴더 -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폴더입니다.
라이브러리 - 라이브러리 트리의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모듈 필드
이 섹션에서는 라이브러리 모듈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HP ALM (12.00)

ALM 사이드바의 관리 아래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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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세부 정보 탭에서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의 레이블을 변경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목록을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필드와 값을 제한하고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는 일부 라이브러리 모
듈 기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은 ALM Essentials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
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참고 항목

라이브러리 개요(200페이지)

필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이름

폴더,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의 이름입니다.

기준선 ID

ALM에서 자동으로 할당한 기준선의 고유 숫자 ID입니다.

만든 사람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을 만든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만든 날짜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이 만들어진 날짜입니다.

수정한 날짜

마지막으로 기준선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설명을 변경한 날짜 및 시간입
니다.

라이브러리 ID

ALM에서 자동으로 할당한 라이브러리의 고유 숫자 ID입니다.

설명

라이브러리 폴더,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새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새 라이브러리 대화 상자에서 라이브러리를 라이브러리 폴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는 라이브러리의 세부 정보 및 컨텐츠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
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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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새 라이브러리 대화 상자: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라이브러리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라이브러리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라이브러리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라이브러리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참고 항목

라이브러리 개요(20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데이터를 지웁니다.
사용 가능: 새 라이브러리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이름

라이브러리에 할당한 이름입니다.
구문 예외: 라이브러리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 * ? "
<>|

세부 정보

라이브러리 필드를 나열합니다. 필수 필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모듈 필드(212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컨텐츠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에 포함할 엔터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컨텐츠 탭(21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설명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필드 안을 클릭하면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라이브러리 ID

ALM에서 자동으로 할당한 라이브러리의 고유 숫자 ID입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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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탭
이 탭에서는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엔터티를 선택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컨텐츠 탭을 클릭합니다.
새 라이브러리 대화 상자 또는 라이브러리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사이드
바에서 컨텐츠를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라이브러리에 포함할 테스트를 선택하면 테스트에서 실행해야 할 관련 엔터
티(예: 호출된 테스트, 테스트 리소스)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이브러
리의 기준선을 만들면 ALM에 기준선에 관련 엔터티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참고 항목

라이브러리 개요(20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요구 사항

라이브러리의 요구 사항 모듈 컨텐츠

리소스

라이브러리의 테스트 리소스 모듈 컨텐츠

구성 요소

라이브러리의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 컨텐츠

테스트

라이브러리의 테스트 계획 모듈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테스트를 포함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l

l

선택한 폴더의 테스트 - 트리에서 라이브러리에 포함할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 - 라이브러리에 대해 선택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만 포함합니다.
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전 선택 또는 이 탭에 정의된 필터가
지워집니다.

새로 고침 - 탭을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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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필터 - 트리에서 엔터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에 따라 다음이 결정됩니다.
l

컨텐츠 탭에 표시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폴더 및 기록

l

기준선을 만들거나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 포함되는 엔터티
참고: 라이브러리에 대한 상대적 필터(예: 테스트 계획 경로 필드 기준
필터링)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새 라이
브러리를 만들 경우, 가져온 후 자동으로 만들어져 비교 및 동기화의
기준이 되는 기준선이 상대적 필터의 기준이 되며 가져온 라이브러리
내에서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필터 상태 표시줄>

트리에 현재 적용된 필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라이브러리 트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왼쪽 창>

선택한 모듈의 엔터티 트리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폴더를 표시합니다.
라이브러리에 포함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폴더의 컨텐츠가 오른쪽
창에 표시됩니다.
참고: 요구 사항 탭에서도 개별 요구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창>

선택한 폴더의 하위 엔터티를 표시합니다. 표시되는 컨텐츠는 나중에 모듈
의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창은 요구 사항 탭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든 요구 사항은 트리에서 왼
쪽 창에 표시됩니다.

기준선 만들기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는 라이브러리의 기준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기준선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선 확인 페이지(217페이지) > 새 기준선 페이지(217페이지)

중요 정보
관련 작업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참고 항목

기준선 개요(20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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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확인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기준선 확인 프로세스의 결과를 보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기준선 만들기 마법사(216페이지)에 나와 있습
니다.

마법사 맵

기준선 만들기 마법사(216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선 확인 페이지(217페이지) > 새 기준선 페이지(217페이지)

참고 항목

기준선 개요(20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기준선 확인 로그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계속해서 기준선을 만들기 전에 필요에 따라 로그를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
합니다.

확인 결과

라이브러리 크기 확인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라이브러리 크기
가 사이트 관리에 정의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
오.

새 기준선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기준선에 이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l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기준선 만들기 마법사(216페이지)에 나
와 있습니다.
테스트가 포함된 라이브러리의 기준선을 만들면 테스트에서 실행해야 할
관련 엔터티(예: 호출된 테스트 및 테스트 리소스)도 기준선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련 엔터티는 라이브러리에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선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지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
습니다.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동안 ALM에서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 만들기 마법사(216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선 확인 페이지(217페이지) > 새 기준선 페이지(217페이지)

참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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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기준선 이름

기준선에 할당한 이름입니다.

기준선 비교 도구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라이브러리의 두 기준선을 비교하거나 기준선을 라이브러리의 현재 엔터티와 비
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의 다른 단계의 기준선을 비교하여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기준선을 클릭한 다음 비교 대상
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l

중요 정보

l

l

l

기준선 선택 - 선택한 기준선과 라이브러리의 다른 기준선을 비교합니다. 기
준선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기준선
을 선택합니다.
현재 엔터티 - 선택한 기준선과 라이브러리의 현재 엔터티를 비교합니다.
ALM에서는 엔터티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 릴리스 및 대상 주
기 필드에 대한 변경 내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엔터티 간 적용 범위 또는 추적 가능성이 삭제된 다음 다시 추가되면 해당
엔터티는 수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준선을 비교할 때 라이브러리 밖의 엔터티에서 적용한 라이브러리의 테스
트 또는 요구 사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ALM 버전: 이 대화 상자는 ALM Essentials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
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
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참고 항목

기준선 개요(20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사이드바>

모듈별로 엔터티의 비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계획 모
듈의 비교 결과를 보려면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사이드바에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듈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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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비교 설정 - 비교 설정 대화 상자를 열고 기준선을 비교하기 위한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정 비교 대화 상자(221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엔터티 비교 - 엔터티 비교 대화 상자를 열고 각 기준선에 있는 엔터티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터티 비교 대화 상자(220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교 결과 내보내기 - 기준선 비교 결과를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에는 컴퓨터에 정의된 .csv 파일 열기 기본 응용 프로그
램(예: Microsoft Excel)에서 파일이 열립니다.

<기준선 식별 막대>

각 기준선 창의 맨 위에 있으며 아래 창에 표시되는 기준선의 이름을 나타
냅니다.
세부 정보 -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기준선에 저장된 엔터티를 선택하
고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엔터티를 선택하고 세부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창에서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리고 기준선의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음/이전 변경으로 이동 - 선택한 모듈의 다음/이전 변경으로 이동합니
다.

<카운터 막대>

각 기준선 창 위에 있으며 변경 상태에 따라 추가, 수정, 삭제 또는 이동된
엔터티의 수를 표시합니다.

<왼쪽 창>

이전 기준선에 저장된 엔터티를 표시합니다.

<오른쪽 창>

최근 만들어진 기준선 또는 현재 엔터티에 저장된 엔터티를 표시합니다.

엔터티

선택한 모듈에 정의된 구조와 동일한 계층 구조로 라이브러리의 엔터티를
표시합니다.

변경 내용

두 기준선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추가됨 - 엔터티가 이전 기준선에 없는 경우

l

수정됨 - 기준선 간 엔터티가 다른 경우

l

없음 - 엔터티가 새 기준선에 없는 경우

l

이동됨 - 엔터티가 새 기준선의 트리 구조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

l

이동됨 및 수정됨 - 엔터티가 변경되고 트리의 새 위치로 이동한 경우

트리에 삭제 또는 이동한 엔터티의 원래 위치를 나타내는 자리 표시자가 표
시됩니다. 계층 구조가 유지되고 기준선 사이의 변경 내용을 비교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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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티 비교 대화 상자
이 페이지에서는 라이브러리의 두 기준선 사이의 엔터티 또는 두 라이브러리 사이의 엔터티를 비교
할 수 있습니다.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엔터티의 두 버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l

기준선 비교 도구 또는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 대화 상자에서 수정된 엔터티
를 선택하고 엔터티 비교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록 내역 탭 > 기준선 탭에서 두 버전을 선택하고 비교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전 제어: 기록 내역 탭 > 버전 탭에서 두 버전을 선택하고 비교 버튼을 클릭
합니다.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스트 리소스
중요 정보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대상 릴리스 및 대상 주기 필드를 변경하는 경우 필드가 수정된 것으로 표시
되지 않습니다.
버전 제어:
n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엔터티의 두 버전을 비교합니다.

n

일부 데이터와 사이드바 버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는 버전 제어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전 제어 개
요(122페이지) 및 버전이 없는 필드(12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l

버전 제어 사용 방법(123페이지)

기준선 개요(20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보기

결과의 표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바>

추가 비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버튼은 비교하는 엔터티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UFT 엔터티를 비교하는 경우 QTP 비교 버튼이 표시되고 빠른
테스트 자산 비교 도구를 열 수 있습니다. UFT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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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보기

결과의 표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수정된 필드를 나타냅니다.
참고:
l

l

버전 제어: 일부 필드에 대한 변경 내용은 버전 제어에 저장되지 않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전이 없는 필드(126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추적 가능성 및 적용 범위의 경우 링크된 엔터티에 삭제됨 및 추가
됨이 모두 표시되거나 양쪽에서 누락으로 표시되는 경우 엔터티 사
이의 링크가 삭제된 다음 추가된 것을 나타냅니다.

<결과 표>

엔터티의 각 버전에 저장된 필드 및 필드 값을 표시합니다. 값이 변경된 각
필드를 나타냅니다.

주석 탭

각 버전에 저장된 주석 필드의 컨텐츠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서식 있는 텍스트 탭

서식 있는 텍스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서식 있는 텍스트 탭의 각 창에 관
련 엔터티 버전에 대한 서식 있는 텍스트가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었는지
를 나타냅니다. 서식 있는 텍스트를 파일로 열거나 저장하고 변경 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탭

각 버전에 저장된 첨부 파일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열은 첨부 파
일이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첨부 파일을 열거나 저
장하여 변경 내용을 보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설정 비교 대화 상자
이 페이지에서는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을 비교하는 설정을 정의합니다. 엔터티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ALM에서 고려할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기준선 비교 도구 또는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에서 비교 설정 버튼
릭합니다.
중요 정보

을클

ALM에서는 엔터티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 릴리스 및 대상
주기 필드에 대한 변경 내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ALM 버전: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
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HP ALM (12.00)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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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l

기준선 비교 도구 대화 상자(218페이지)

l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 대화 상자(237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모듈 탭>

모듈별 비교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교 설정 대화 상자에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듈의 탭이 표시됩니다.

무시된 필드

ALM에서는 이 상자에 있는 필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엔터티가 수정된 것으
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필드를 무시된 필드와 고려되는 필드 사이에서 이동합니다.
팁: 창 사이에서 필드 이름을 끌거나 필드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다른 창
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필드를 무시된 필드와 고려되는 필드 사이에서 이동합니다.

고려되는 필드

ALM에서는 이 상자에 있는 필드가 변경되는 경우 엔터티가 수정된 것으로 표
시됩니다.

추가로 고려되는
필드

ALM에서는 선택한 필드가 변경될 경우 엔터티가 수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ALM에서 적용 범위를 무시하려면 요구 사항 및 테스트 탭의 적용
범위 확인란을 해제해야 합니다.

기준선 탭
이 보기에는 선택한 엔터티의 기준선 기록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준선에 저장된 엔터티의 모든 버전
을 보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트리 또는 표에서 엔터티를 선택하고 기록 내역 탭 > 기준선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 모듈: 요구 사항,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스트 리소스

중요 정보

ALM 버전: 이 탭은 ALM Essentials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참고 항목

기준선 개요(200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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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기준선

엔터티가 저장된 기준선의 이름입니다.

라이브러리

기준선을 만들 때 적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날짜

기준선을 만든 날짜입니다.

만든 사람

기준선을 만든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버전

선택한 기준선에 저장된 엔터티의 버전 번호입니다.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기준선에 저장된 엔터티의 버전에 대해
읽기 전용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이드바에서 테스트 적용 범위, 첨부 파
일과 같이 추가 정보를 보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표시되는 버튼은 트리 또는
표에서 선택한 엔터티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UFT GUI 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는 경우, 테스트 스크립트
버튼을 클릭하면 UFT 뷰어에서 테스트가 열리고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
다. 또는 UFT에서 테스트를 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엔터티 비교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두 기준선 버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터티 비교 대화 상자(2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두 기준선 버전을 비교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버전을 선택한 다음
비교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기준선에
대한 설명

기준선을 만들 때 사용자가 입력한 설명입니다.

기준선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기준선에 테스트 집합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가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선에 저장된 테스트와 연결됩니다. ALM에서는 기준선에 고정된 테스트 집합
을 실행하면 지정된 기준선에 저장된 테스트 버전이 실행됩니다.
액세스 방법

HP ALM (12.00)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기준선으
로 고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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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l

고정된 테스트 집합에는 기준선에 포함된 테스트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 테스트 집합을 고정하면 기준선에 포함되지 않은 테스트가 테스트
집합에서 제거됩니다.
고정된 테스트 집합은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고정된 테스트 집합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테스트 집합을 고정하면 ALM에서는 테스트 집합에서 모든 테스트 실행이
삭제됩니다.

ALM 버전: 이 기능은 ALM Essentials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

참고 항목

고정된 테스트 집합(20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기준선 세부 정보 표시 - 선택한 기준선에 대한 기준선 세부 정보 대화 상
자를 읽기 모드로 엽니다.
새로 고침 - 라이브러리 트리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필터/정렬 - 선택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찾기 상자>

검색하려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찾기 -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찾기 상자에 지정한 값을 검색합니다.
ID를 사용하여 기준선으로 이동 - 기준선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트
리에서 기준선 ID에 따라 기준선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트리>

HP ALM (12.00)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기준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24/860 페이지

12장: 가져온 라이브러리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져온 라이브러리 개요

226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

229

가져온 라이브러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232

문제 해결 및 제한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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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라이브러리 개요
ALM 버전: 가져온 라이브러리 기능은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면 프로젝트의 기존 엔터티 집합을 엔터프라이즈 전체에서 공유하거나 다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기준선을 선택하여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동일한
프로젝트 또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면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 트리에 추가되고 라이브러리의 엔터티는 프로젝
트의 해당 모듈로 복사됩니다. 라이브러리에 연결된 엔터티(예: 테스트 적용 범위가 있는 요구 사항)
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관계도 복사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의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
러리 밖의 관련 엔터티(예: 호출된 테스트, 테스트 리소스)도 가져옵니다.
참고:
l

l

유니코드 프로젝트에서 ASCII 프로젝트로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후에는 기준선이 동기화되는 기존 원본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이 동기화되는 대상 라이브러리의 컨텐츠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
럴 경우 Business Process Testing 엔터티를 포함하는 기준선을 동기화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연결된 라이브러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가져온 라이브러리를 원본 라이브러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엔터티가 변경되
면 라이브러리를 동기화하여 연결된 라이브러리의 엔터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동기화하려면 적절한 사용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22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여러 ALM 프로젝트에서 결함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HP ALM Synchronizer를 사용하
여 결함을 공유 및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Synchronizer User Guide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s-in 페이지에서 액세스 가능)를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도 다룹니다.
l

라이브러리 동기화 개요(227페이지)

l

라이브러리 확인(228페이지)

관련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22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가져온 라이브러리 예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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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l

새 릴리스에서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다시 사용
새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프로젝트에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엔터티가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새 응용 프로그램을 릴리스합니다. 다음 버전에서
작업을 시작하면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요구 사항과 테스트를 조정하여 새 버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l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요구 사항, 테스트, 리소스의 집합 만들기
사용자 프로젝트에 개발 중인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 사항 모듈의 요구 사항이 포함되
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 사항을 테스트하기 위해 개발한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도 포함되
어 있습니다. 또한 요구 사항과 테스트 간 관계(예: 추적 가능성, 적용 범위)를 만듭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 이 라이브러리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자체
포함 구성 요소로 가져옵니다.

l

가져온 라이브러리를 원본 라이브러리의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트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에 계산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과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여러 개의 다른 프로젝트가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다음 개발 중인 다른 응용 프로
그램에서 계산기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과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석
가가 계산기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 요구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가져온 라이브러리를 이러한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트하려면 가져온 라이브러리를 원본 라이브러리로 동기화합니다.

l

원본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라이브러리의 개발로 업데이트
테스터가 현재 개발 중인 뱅킹 응용 프로그램의 회귀 테스트 집합이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가
져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중 새 버전의 뱅킹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된 기능을 테
스트하기 위해 새 테스트를 개발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원본 라이브러리에서 회귀 테스
트를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원본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라이브러리와 동기화하면 테스트
를 업데이트하여 향후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동기화 개요
연결된 두 라이브러리를 동기화하여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다른 라이브러리의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
트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라이브러리를 원본 라이브러리의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원
본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라이브러리의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유니코드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는 ASCII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로 동기화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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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중에는 다른 라이브러리의 기준선의 데이터가 사용자 라이브러리로 복사됩니다. 다음 표에
는 라이브러리의 엔터티가 업데이트되는 방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원본 라이브러리의 이벤트

사용자 라이브러리의 이벤트

엔터티 추가

엔터티가 추가됩니다.

엔터티 수정

엔터티가 업데이트됩니다.
두 라이브러리에서 엔터티가 수정되면 사용자 라이브러리의
엔터티를 덮어씁니다.
버전 제어: 새 버전이 만들어집니다.

엔터티 삭제

새 폴더가 만들어지고 삭제된 엔터티가 새 폴더로 이동합니
다. 새 폴더의 이름은 SYNC_OBSOLETE_<library_id>_
<current_date>로 지정되고 모듈의 루트 폴더에 배치됩
니다.

엔터티 이동

엔터티 및 하위 요소가 이동합니다.

동기화 중에는 라이브러리의 엔터티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동기화 프로세스 중 라이브러리의 엔터
티를 편집할 경우 동기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버전 제어: 동기화 전에 라이브러리의 모든 엔터티를 체크 인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의 엔터티를 체
크 아웃하면 동기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동기화한 후 업데이트된 라이브러리의 기준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기준선은
특정 시점의 라이브러리를 비교하는 기준이며 삭제하면 안 됩니다.
관련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22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확인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거나 동기화할 때 가장 먼저 라이브러리를 확인합니다. 확인 프로세스에서는
다음을 검사합니다.
l

l

l

요구 사항 유형 검사 - 프로젝트에 필요한 요구 사항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본
라이브러리에 사용자 지정 요구 사항 유형이 있을 경우 프로젝트에 동일한 요구 사항 유형을 포함
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요구 사항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엔터티 호환성 확인 - 프로젝트에 필요한 확장이 활성화되었는지 검사합니다. 원본 프로젝트에
확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원본 라이브러리에 해당 확장이 포함된 경우 사용자 프로젝트에서도 해
당 확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확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크기 검사 - 라이브러리의 엔터티의 수가 사이트 관리의 LIBRARY_FUSE 구성 매개
변수에 정의된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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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공유 방법
이 작업에서는 프로젝트 간 또는 프로젝트 내에서 라이브러리를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라이브러리 공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가져온 라이브러리 개요(22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가져온 라이브러리 기능은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229페이지)

l

라이브러리 가져오기(229페이지)

l

라이브러리 비교(230페이지)

l

라이브러리 동기화(230페이지)

l

라이브러리 작업 모니터(231페이지)

1.

2.

필수 구성 요소
n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동기화하려면 적절한 라이브러리 모듈 사용자 권한과 가져오는 엔터
티 유형에 대한 만들기 및 업데이트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 이외에도, 라이브러
리를 동기화하려면 라이브러리의 엔터티 유형에 대한 삭제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
모듈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n

가져오려는 라이브러리의 기준선이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Business Process Testing: 응용 프로그램 영역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다른 프로젝트로 가
져오기 전에 Unified Functional Testing에서 대상 프로젝트로 최소 한 번 이상 연결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기존 라이브러리를 사용자 라이브러리 트리로 가져와 사용자 프로젝트 또는 다른 프로젝트의
엔터티 집합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후에는 기준선이 동기화되는 기존 원본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이 동기화되는 대상 라이브러리의 컨텐츠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
럴 경우 Business Process Testing 엔터티를 포함하는 기준선을 동기화하면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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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라이브러리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라이브러리 가
져오기를 선택합니다.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마법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마법사(2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Business Process Testing: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및
구성 요소 요청 폴더의 구성 요소는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세부 정보 탭에서 로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열
리고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참고: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표시를 새로 고치기 전에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라이브러리
를 가져온 후 표시를 새로 고치면 로그 보기 버튼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고 로그를 볼 수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모듈 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모듈 창(207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c. 표시를 새로 고치려면 모듈 도구 모음의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 세부 정
보가 세부 정보 탭에 표시됩니다. 세부 정보 탭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모듈 필드(2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라이브러리 비교
라이브러리를 비교하여 프로젝트의 엔터티에 대한 시간별 변경 내용을 검토합니다.
a.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비교 대상을 선택합
니다. 비교 대상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o

마지막으로 작성된 기준선 - 라이브러리와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준선을 비교합니다.

o

기준선 선택 - 비교 대상의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기준선 선택 대
화 상자가 열립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원본 라이브러리 또는 가져온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
대화 상자(23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 라이브러리 비교 결과를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려면 비교 결과 내보내기 버튼
을클
릭합니다. 저장 후에는 컴퓨터에 정의된 .csv 파일 열기 기본 응용 프로그램(예: Microsoft
Excel)에서 파일이 열립니다.
4.

라이브러리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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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연결된 다른 라이브러리의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트하려면 라이브러리를
동기화합니다. 가져온 라이브러리를 원본 라이브러리의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원본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라이브러리의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a.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업데이트할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를 사용
하여 동기화할 다른 라이브러리의 기준선을 선택하여 라이브러리를 비교합니다. 라이브러
리 비교 도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 대화 상자
(23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에서 동기화 버튼
열리고 확인 결과가 표시됩니다.

을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 확인 대화 상자가

라이브러리 확인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확인 대
화 상자(23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확인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확인(22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c. 계속을 클릭하여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다른 라이브러리의 기준선의 데이터가 사용자 라이
브러리로 복사됩니다.
기준선에 가져오기 당시 포함되어 있지 않던 엔터티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자 프로젝
트에 상위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만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테스트
계획 모듈의 대상 루트 폴더를 정의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나중에 원본 라이브러리에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동기화 중 사용자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 루트 폴더 아래 요구 사항
모듈에 새 폴더가 만들어지고 새로 가져온 요구 사항이 저장됩니다.
d.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동기화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계속되고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기화 프로세스 중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
니다.
e. 세부 정보 탭에서 로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 라이브러리 동기화 대화 상자가 열리
고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라이브러리 모듈 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모듈 창(207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f. 표시를 새로 고치려면 모듈 도구 모음의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
면 가져온 프로젝트 또는 원본 위치 탭에 마지막 동기화 날짜가 업데이트됩니다.
5.

라이브러리 작업 모니터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거나 동기화하면 백그라운드에서 해당 작업이 수행되므로 프로세스가 실
행되는 동안 프로젝트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모
든 비동기 작업의 상태와 진행률을 볼 수 있습니다.
ALM 마스트헤드에서
을 클릭하고 작업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
보는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5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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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라이브러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마법사

232

가져온 프로젝트 탭

235

원본 위치 탭

236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 대화 상자

237

라이브러리 확인 대화 상자

239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기존 엔터티 집합을 공유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기준선을 선택하여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동일한 프로젝트 또는 다른 프
로젝트에서도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라이브러리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라이브러리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l

l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려면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기준선 캡처, 가져오는 엔
터티 유형에 대한 만들기 및 업데이트 권한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용자 권
한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면 사용자 프로젝트의 새 라이브러리에 기준선이 자
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기준선은 특정 시점의 라이브러리를 비교하는 기
준이며 삭제하면 안 됩니다.
ALM 버전: 가져온 라이브러리 기능은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관련 작업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229페이지)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선 선택 페이지(233페이지) > 라이브러리 확인 페이지 (234페이지) > 대
상 루트 폴더 선택 페이지(2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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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l

가져온 라이브러리 개요(226페이지)

l

라이브러리 개요(200페이지)

l

문제 해결 및 제한(240페이지)

기준선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가져오는 라이브러리에서 기준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마법사(2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법사 맵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마법사(232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선 선택 페이지(233페이지) > 라이브러리 확인 페이지 (234페이지) > 대
상 루트 폴더 선택 페이지(234페이지)

참고 항목

기준선 개요(20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설명

가져오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

도메인

가져오는 라이브러리가 위치한 도메인

현재 프로젝트

작업 중인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본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도메인과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ASCII 프로젝트는 ASCII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가져오는 라이브러리가 위치한 프로젝트

기준선 선택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기준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프로젝트의 라
이브러리 트리를 표시하려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져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만 표시됩니다. 가져온 라이브러리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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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확인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라이브러리 확인 프로세스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마법사(232페이지)
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 검사에 Failed 상태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취소를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마법사(232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선 선택 페이지(233페이지) > 라이브러리 확인 페이지 (234페이지) > 대
상 루트 폴더 선택 페이지(234페이지)

참고 항목

라이브러리 확인(22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확인 결과

확인 결과와 가져올 필드 목록을 표시합니다. 가져오기 프로세스는 모든 확인 검
사 상태가 Passed인 경우에만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상 루트 폴더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가져오는 각 루트 폴더에 대한 프로젝트 내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l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마법사(2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가져온 라이브러리 아래에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제 해결 및 제한(24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가져오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
니다. 가져오기 프로세스 중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마법사(232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선 선택 페이지(233페이지) > 라이브러리 확인 페이지 (234페이지) > 대상
루트 폴더 선택 페이지(23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설명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본 라이브러리와 기준선
에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설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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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이름

라이브러리의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원본 라이브러리의 이름
에 _Imported 접미사가 표시됩니다.

대상 루트 폴더 선택

가져온 각 폴더에 대한 프로젝트 내 위치. 예를 들어, 요구 사항 루트 폴더
상자에 가져오는 요구 사항의 위치를 지정하면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모든
요구 사항 폴더를 사용자가 지정한 요구 사항 폴더 아래로 가져옵니다. 프
로젝트의 요구 사항 트리를 표시하려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
져온 요구 사항에 대한 폴더를 선택하거나 새 폴더를 만듭니다.
참고: 가져오는 라이브러리에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준선
에는 테스트에서 실행해야 하는 관련 엔터티(예: 테스트 리소스)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 경우 리소스 루트 폴더 상자도 표시되므로
가져온 테스트 리소스에 대한 대상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프로젝트 탭
이 탭에는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프로젝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가져온 프로젝트 탭을 클릭합니
다.

중요 정보

표에서 열 머리글을 끌어서 열을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가져온 라이브러리 기능은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22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새로 고침 - 탭을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전자 메일 보내기 - 선택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전자 메
일을 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비교 대상 -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선택한 원본 라이브러리를 원본 라이브
러리를 가져온 라이브러리와 비교합니다.
표에서 가져온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비교 대상을 클릭합니다. 가져온 라
이브러리에서 비교 대상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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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도메인

가져온 라이브러리가 위치한 도메인입니다.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라이브러리 이름

가져온 라이브러리의 이름입니다.

원본 기준선 이름

초기값은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원본 프로젝트의 기준선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동기화 후에는 선택한 라이브러리가 동기화된 원본 프로젝트
의 기준선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가져온 날짜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날짜입니다.

마지막 동기화

가져온 라이브러리와 원본 라이브러리의 최근 동기화 날짜입니다.

라이브러리 소유자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원본 위치 탭
이 탭에는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원본 라이브러리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관련 작업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가져온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원본 위치 탭을 클릭합
니다. 이 탭은 선택한 라이브러리가 가져온 라이브러리인 경우에만 표시됩니
다.
ALM 버전:가져온 라이브러리 기능은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22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소유자에게 메일 보내기 - 원본 라이브러리 소유자에게 전자 메일을 보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원본과 비교 -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원본 라이브러리와 비교합
니다. 원본 라이브러리에서 비교 대상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도메인

원본 프로젝트가 위치한 도메인입니다.

프로젝트

원본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라이브러리 이름

원본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의 이름입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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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12장: 가져온 라이브러리

UI 요소

설명

기준선 이름

프로젝트를 가져온 원본 프로젝트의 기준선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동기화

가져온 라이브러리와 원본 라이브러리의 최근 동기화 날짜입니다. 라이
브러리를 처음으로 가져온 경우 이 필드의 값은 N/A입니다.

원본 라이브러리 소유자 원본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연결된 두 라이브러리를 비교할 수 있으며 가져온 라이브러리를 원본 라이브러
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라이브러리 트리에서 라이브러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비교 대상
을 선택합니다. 비교 대상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l

마지막으로 작성된 기준선 - 라이브러리와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준선을 비교합니다.
기준선 선택 - 비교 대상의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기준
선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원본 라이브러리 또는 가져온 라이브러리
중요 정보

l

l

l

엔터티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 릴리스 및 대상 주기 필드는 고
려되지 않습니다.
두 엔터티 간 적용 범위 또는 추적 가능성이 삭제된 다음 다시 추가되면 해당
엔터티는 수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이브러리를 비교할 때 라이브러리 밖의 엔터티에서 적용한 라이브러리의 테
스트 또는 요구 사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ALM 버전:가져온 라이브러리 기능은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229페이지)

참고 항목

라이브러리 동기화 개요(227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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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12장: 가져온 라이브러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사이드바 버튼>

모듈별로 엔터티의 비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계획 모
듈의 비교 결과를 보려면 테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이드바에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듈만 표시됩니다.
비교 설정 - 비교 설정 대화 상자를 열고 라이브러리를 비교하기 위한 설정
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정 비교 대화 상자(22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엔터티 비교 - 엔터티 비교 대화 상자를 열고 각 라이브러리에 있는 엔터티
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터티 비교 대화 상자(22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동기화 - 왼쪽 창에 표시된 라이브러리를 오른쪽 창에 표시된 기준선에 나
타난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동기화 개요(22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라이브러리를 동기화하려면 적절한 사용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22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비교 결과 내보내기 - 라이브러리 비교 결과를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에는 컴퓨터에 정의된 .csv 파일 열기 기본 응용 프로
그램(예: Microsoft Excel)에서 파일이 열립니다.

<식별 막대>

각 창의 맨 위에 있으며 아래 창에 표시되는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의 이
름을 나타냅니다.
다음/이전 변경으로 이동 - 선택한 모듈의 다음/이전 변경으로 이동합니
다.
세부 정보 -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엔터티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엔터티를 선택하고 세부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창에서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
화 상자가 열리고 선택한 라이브러리 또는 기준선의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카운터 막대>

각 창 위에 있으며 변경 상태에 따라 추가, 수정, 삭제 또는 이동된 엔터티의
수를 표시합니다.

<왼쪽 창>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한 라이브러리가 표시됩니다.

엔터티

선택한 모듈에 정의된 구조와 동일한 계층 구조로 라이브러리의 엔터티를
표시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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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12장: 가져온 라이브러리

UI 요소

설명

<사이드바 버튼>

모듈별로 엔터티의 비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계획 모
듈의 비교 결과를 보려면 테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이드바에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듈만 표시됩니다.

변경 내용

두 라이브러리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추가됨 - 엔터티가 다른 라이브러리에 없는 경우

l

수정됨 - 라이브러리에서 엔터티가 수정된 경우

l

없음 - 엔터티가 라이브러리에 없는 경우

l

이동됨 - 엔터티가 라이브러리의 트리 구조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

l

이동됨 및 수정됨 - 엔터티가 변경되고 트리의 새 위치로 이동한 경우

트리에 삭제 또는 이동한 엔터티의 원래 위치를 나타내는 자리 표시자가 표
시됩니다. 또한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엔터티가 추가된 위치를 나타내는 자
리 표시자도 표시됩니다. 따라서 계층 구조가 유지되고 라이브러리 사이의
변경 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창>

비교 대상 라이브러리에서 기준선을 표시합니다.

라이브러리 확인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라이브러리를 동기화할 때 라이브러리 확인 프로세스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라이브러리 비교 도구 대화 상자에서 동기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확인 검사에 Failed 상태가 하나라도 있으면 동기화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취
소를 클릭합니다.
ALM 버전:가져온 라이브러리 기능은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라이브러리 공유 방법(229페이지)

참고 항목

라이브러리 확인(228페이지)

HP ALM (12.00)

23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2장: 가져온 라이브러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확인 결과

확인 결과와 가져올 필드 목록을 표시합니다. 동기화 프로세스는 모든 확인
검사 상태가 Passed인 경우에만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

동기화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다른 라이브러리의 기준선의 데이터가 사용
자 라이브러리로 복사됩니다.
동기화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계속되고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
다. 동기화 프로세스 중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계속하려면 라이브러리 비교 도
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문제 해결 및 제한
이전에 가져온 라이브러리 아래에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 또는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요구 사항 트리에서 Travel Application 폴더는 가져온 라이브러리입니다. Travel
Application 라이브러리를 다시 가져오려면 Travel Application 폴더 또는 하위 폴더를 라이브러리
의 요구 사항의 루트 폴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HP ALM (12.00)

240/860 페이지

3부: 요구 사항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요구 사항 모듈의 일부 필드와 기능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P ALM (12.00)

24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부: 요구 사항

HP ALM (12.00)

242/860 페이지

13장: 요구 사항 소개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 사항 개요

244

ALM에서 요구 사항 사용 방법

244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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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13장: 요구 사항 소개

요구 사항 개요
요구 사항에서는 개발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해결 또는 달성해야 할 사항을 자
세히 설명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요구 사항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
이 있습니다.
l

이해 관계자에게 우선 순위에 대한 지침 제공

l

이해 관계자 사이에서 분명한 기대 설정

l

낭비 절감 및 불필요한 비용 제거

요구 사항 모듈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 사항을 정의, 관리, 추적
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요구 사항 모듈의 일부 필드와 기능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요구 사항 사용 방법(2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요구 사항 사용 방법
이 작업은 ALM에서 요구 사항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개요(2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로드
맵(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245페이지)

l

요구 사항 만들기(245페이지)

l

중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245페이지)

l

요구 사항 추적(246페이지)

l

위험 계산(246페이지)

l

적용 범위 만들기(246페이지)

l

결함에 링크(246페이지)

HP ALM (12.00)

244/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3장: 요구 사항 소개

l

릴리스에 할당(246페이지)

l

요구 사항 분석(246페이지)

l

기준선 설정(246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기능 및 기술 사양, 마케팅 및 비즈니스 요구 사항 문서, 이해 관계자 목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요구 사항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n

응용 프로그램의 주 목적 및 방향

n

응용 프로그램의 주요 제한

n

응용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n

응용 프로그램 기능의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

n

응용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거나 매우 위험한 기능

n

비즈니스 또는 테스트 우선 순위

n

고객/최종 사용자가 우선 순위에 동의하는지 여부

n

전반적 품질 목표

요구 사항 만들기
요구 사항 트리를 만들어 요구 사항 범위의 계층 구조 프레임워크를 정의합니다.
요구 사항 트리에서 다양한 요구 사항 그룹을 정의합니다. 요구 사항 트리에서 각 요구 사항 그
룹에 대한 자세한 요구 사항 목록을 만듭니다. 트리의 각 요구 사항에 관련 첨부 파일과 서식이
있는 텍스트 문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 계획을 작성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요구 사항에 할당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2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중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서 작업할 경우 표준 모델링 도구로 만든 모델을 가져와 요구 사항 프
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및 비즈니스
흐름의 품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
법(30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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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구 사항 추적
요구 사항 사이에 추적 가능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특정 요구 사항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분석하면 추적 가능성에 변경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다른 요구 사항이 표시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추적 방법(2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간 관계가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사용 방법(28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위험 계산
위험 기반 품질 관리를 사용하여 요구 사항의 특성 및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기준으로 각 요구 사
항을 테스트할 수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험 평가 방법(294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6.

적용 범위 만들기
요구 사항과 테스트 사이에 적용 범위를 만들어 프로젝트에 모든 요구 사항이 구현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또한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요구 사항을 테스트로 변환하여 적용 범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요구 사항과 해당 테스트 사이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
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2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7.

결함에 링크
요구 사항을 특정 결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 요구 사항과 테스트 사이에
적용 범위를 만들 때 유용합니다. 결함을 링크하면 요구 사항과 필요한 테스트를 일치시킬 수 있
습니다. 요구 사항이 변경되면 영향을 받는 테스트, 결함, 책임자를 즉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8.

릴리스에 할당
요구 사항을 릴리스 모듈의 릴리스 트리에 정의된 릴리스 또는 주기에 할당합니다.

9.

n

릴리스에 할당 -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릴리스에 할당을 선택합니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릴리스 선택 대화 상자(1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주기에 할당 -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주기에 할당을 선택합니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주기 선택 대화 상자(1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분석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정의된 요구 사항 범위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요구 사항을 승인한 후
에는 요구 사항 상태를 검토되지 않음에서 검토로 변경합니다.
요구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보고서와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10.

기준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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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을 만들어 응용 프로그램 주기에서 중요 시점을 최종 승인하거나 비교합니다. 작업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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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 사항 명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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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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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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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명세 개요
요구 사항 트리를 만들어 요구 사항 모듈에 요구 사항을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트리는 다양한 요구
사항 간 계층 관계를 표시하여 요구 사항 명세를 표현한 그래픽입니다. 이 트리에는 요구 사항 유형
또는 기능 영역을 기준으로 다양한 요구 사항 그룹이 포함됩니다.
요구 사항 트리에서 각 요구 사항 그룹에 대한 자세한 요구 사항 목록을 만듭니다. 트리에서 각 요구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링크와 첨부 파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트리를 만든 후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요구 사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2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
이 작업에서는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을 정의 및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구
사항 트리를 만든 후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요구 사항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요구 사항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명세 개요(25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상위 수준 작업: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요구 사항
사용 방법(2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요구 사항 만들기(250페이지)

l

중요 요구 사항 - 선택 사항(251페이지)

l

요구 사항 업데이트(251페이지)

l

요구 사항을 테스트로 변환 - 선택 사항(251페이지)

1.

요구 사항 만들기
a. 요구 사항 모듈 열기 - ALM 사이드바의 요구 사항 아래에서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보기
메뉴에서 요구 사항 트리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모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모듈 창(252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b. 폴더 만들기 -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요구 사항 루트 폴더를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
다. 하위 폴더를 만들려면 폴더를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다. 새 요구 사항 폴더 대화
상자에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
c. 요구 사항 추가 - 요구 사항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요구 사항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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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하위 요구 사항을 만들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요구 사항을 클릭하고 새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요구 사항 대화 상자(2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중요 요구 사항 - 선택 사항
ALM에서 직접 요구 사항을 만드는 것 외에 Microsoft Word 또는 Microsoft Excel에서 ALM 프
로젝트로 요구 사항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가져오려면 적절한 Add-in을 설치해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Word 및 Microsoft Excel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40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3.

요구 사항 업데이트
각 요구 사항에 대해 세부 정보, 첨부 파일, 서식이 있는 텍스트 문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요구 사항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세
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페이지
(27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요구 사항을 테스트로 변환 - 선택 사항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 계획 트리를 만들 때 요구 사항을 테스트 정의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다시 사용하여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 주제, 테스트, 테스트 단
계 또는 단계 설명 엔터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테스트 주제, 테스트, 테스트 단계 또는 단계 설명으로 변환하려면 요구 사항 또는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
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273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요구 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 사항 모듈 창

252

요구 사항 모듈 메뉴 및 버튼

254

요구 사항 모듈 아이콘

262

요구 사항 모듈 필드

264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페이지

271

새 요구 사항 대화 상자

272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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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모듈 창
이 창에서는 ALM 요구 사항을 정의 및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요구 사항 아래에서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보기 메뉴에서
요구 사항 보기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요구 사항 모듈의 일부 필드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
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250페이지)

참고 항목

요구 사항 명세 개요(25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보기

설명
l

l

l

l

l

<요구 사항 모듈 공
통 UI 요소>

l

l

l

l

HP ALM (12.00)

요구 사항 트리 - 트리에서 요구 사항을 계층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 요구 사항과 다른 엔터티 사이에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 사항 위험을 계산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페이지(27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표 - 요구 사항을 계층 구조가 아닌 일반 보기로 볼 수 있습니
다. 표의 각 줄에 별도의 요구 사항이 표시됩니다.
적용 범위 분석 - 테스트 적용 범위 상태에 따라 하위 요구 사항을 세분
화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용 범위 분석 보기(406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 요구 사항과 다른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 간 추
적 가능성 관계를 매트릭스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적 가능
성 매트릭스 보기(28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필드 - 필드 정의는 요구 사항 모듈 필드(264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요구 사항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요구 사항 모듈 메
뉴 및 버튼(25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요구 사항 모듈 아이콘(262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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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요구 사항 트리>

창 왼쪽에 있으며 요구 사항을 계층 구조로 정리 및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트리, 요구 사항 세부 정보, 적용 범위 분석

<필터 상태 표시줄>

트리 또는 표에 현재 적용된 필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필터 상자 또는 트
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표 보기에서:
l

l

<x>개 결과 표시 - 총 기록 중 현재 표시되어 있는 기록의 수를 나타냅니
다.
모든 <x> 결과 검색 - 모든 기록을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첨부 파일 탭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링크된 비즈니스 모델 엔터티를 나열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4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주석 탭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대한 주석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설명 탭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세부 정보 탭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

기록 내역 탭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결함 탭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링크된 결함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시된 항목

선택된 요구 사항이 나타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를 나열합니
다.
사용 가능: 비즈니스 모델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추적 가능
성탭

HP ALM (12.00)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링크된 요구 사항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 탭(279페이지) 및 영향 분석 탭(2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53/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4장: 요구 사항 명세

UI 요소

설명

서식 있는 텍스트 탭

ALM 내에서 HTML 편집기를 사용하여 서식이 있는 텍스트를 추가, 편집하
거나 볼 수 있습니다.
참고:
l

l

다른 요구 사항 또는 다른 모듈로 이동하면 요구 사항의 서식이 있
는 텍스트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프로젝트가 이전 버전의 Quality Center에서 업그레이드된 경우 업
그레이드 전에 있었던 서식이 있는 텍스트가 요구 사항의 첨부 파일
로 저장되고 요구 사항의 첨부 파일 탭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서식이 있는 텍스트 템플릿을 정의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위험 분석/위험 평
가탭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의 위험을 계산 및 분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
평가 탭(296페이지) 및 위험 분석 탭(30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적용 범위 탭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연결된 테스트를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
트 적용 범위 페이지(4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요구 사항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사이드바의 요구 사항 아래에서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l

l

l

일부 요구 사항 보기에서는 일부 메뉴 명령과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팁: 요구 사항 모듈에서 ALT 바로 가기 키를 눌러 메뉴 모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버전 제어: 추가 메뉴 명령 및 버튼은 버전 제어 사용 프로젝트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전 메뉴 및 버튼(12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요구 사항 모듈의 일부 필드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
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
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250페이지)

참고 항목

요구 사항 모듈 아이콘(262페이지)
요구 사항 명세 개요(250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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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메뉴

<최근 사용한 즐겨찾 즐겨찾기
기 보기의 목록>

설명
요구 사항 모듈에서 최근 사용한 즐겨찾기 보기 4개
가 표시됩니다.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FAVORITES_
DEPTH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메뉴에 표시할 보기
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즐겨찾기에 추가

즐겨찾기

개인 또는 공용 폴더에 즐겨찾기 보기를 추가할 수
있는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
용은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114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경보

편집

경보 대화 상자를 열고 요구 사항에 대한 경보를 표
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보 대화 상자
(1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기에 할당

요구 사항

주기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요구 사항을 주
기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기 선택
대화 상자(1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릴리스에 할당

요구 사항

릴리스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요구 사항을
릴리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릴리
스 선택 대화 상자(1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오른쪽 클릭 메뉴>

첨부 파일 페이지를 열고 선택한 요구 사항에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
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경보 지우기

편집

모듈에 대해 표시되는 경보를 지웁니다. 자세한 내
용은 경보 사용 방법(10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작업 플래그 지
우기

편집

선택한 요구 사항의 추가 작업 플래그를 지웁니다.
추가 작업 플래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개요(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축소

보기

요구 사항 트리에서 모든 분기를 축소합니다.

추적 가능성 매트릭
스 구성

편집

추적 가능성 구성 매트릭스 마법사를 열고 매트릭
스에 표시되는 엔터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28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사용 가능: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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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테스트로 변환

요구 사항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를 열고 선택한 요구 사항을
테스트 계획 트리에 있는 지정된 주제의 테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27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URL 복사/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요구 사항을 복사하여 해당 URL을 링크로
붙여넣습니다. 요구 사항 자체는 복사되지 않습니
다. 대신 전자 메일 또는 문서와 같은 다른 위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ALM이 열리고 요구 사항으로 이동합니다. 아직 로
그인한 상태가 아니면 ALM에서 먼저 로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복사/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요구 사항을 동일한 프로젝트 내 또는 여러
프로젝트에 복사합니다. 요구 사항을 복사하면 요
구 사항의 하위 요소도 복사됩니다.
참고:
l

l

l

l

l

적용 범위 분석

HP ALM (12.00)

보기

요구 사항의 테스트 적용 범위, 결함 링크,
위험 기반 품질 관리 데이터는 복사되지 않
습니다.
추적 가능성을 포함하여 요구 사항을 복사
하려면 연결된 추적 요구 사항도 복사해야
합니다.
루트 폴더는 같은 프로젝트에 복사할 수 없
습니다.
기존 요구 사항과 동일한 이름의 요구 사항
을 붙여 넣으면 요구 사항 이름 끝에 _Copy
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일부 보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범위 분석 보기를 표시하고 테스트 적용 범위
상태에 따라 하위 요구 사항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용 범위 분석 보기
(40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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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잘라내기/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요구 사항을 요구 사항 트리의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참고: 요구 사항을 요구 사항 트리의 다른 위치
로 이동하면 하위 요구 사항, 테스트 적용 범위,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링크, 결함 링크도 이동
합니다. 루트 폴더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팁: 요구 사항을 끌어서 새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 사항 트리에서 요구 사항을 클
릭하고 폴더 또는 요구 사항 아래로 끌어 놓습
니다.
편집
삭제

선택한 요구 사항을 삭제합니다. 요구 사항을 삭제
하면 하위 요구 사항, 테스트 적용 범위,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링크, 결함 링크도 삭제됩니다. 루트 폴
더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버전 제어: 요구 사항을 삭제하면 요구 사항의 모든
이전 버전이 삭제됩니다.

모두 확장

보기

요구 사항 트리에서 모든 분기를 확장합니다.

내보내기

요구 사항

적용 범위 분석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적용 범
위 분석 보기를 Microsoft Word 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요구 사항 트리의 각 상위 요구 사
항의 막대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 적용 범위 분석

내보내기

<오른쪽 클릭 메뉴>

모든 표 데이터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표의 요
구 사항을 텍스트 파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Microsoft Word 문서 또는 HTML 문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l

모두 - 표의 모든 요구 사항을 내보냅니다.
선택된 항목 - 표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을 내보
냅니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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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추적 가능성 매트릭
스 내보내기

분석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보기를 Microsoft Excel 워
크시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보기

요구 사항 트리 또는 표에 있는 요구 사항을 필터링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
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찾기

편집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을 검색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찾기 대화 상자(81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다음 찾기

편집

요구 사항 표에서 이전에 정의한 검색 조건을 충족
하는 다음 항목을 검색합니다.

필터/정렬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표
추가 작업 플래그

편집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요구 사
항의 추가 작업 플래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으로 이동

요구 사항

요구 사항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요구 사항 ID
를 사용하여 특정 요구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
구 사항을 요구 사항 트리에 표시하려면 트리에서
표시를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을 요구 사항 세부 정
보 대화 상자에 표시하려면 세부 정보 열기를 클릭
합니다. 현재 필터에 있는 요구 사항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트리의 요
구 사항으로 이동

<오른쪽 클릭 메뉴>

요구 사항 트리 보기로 이동한 다음 선택한 요구 사
항이 강조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표 및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그래프

분석

요구 사항 데이터에 대해 만들 수 있는 그래프를 나
열합니다. 사전 정의된 그래프를 선택하거나 그래
프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사전 정의된 그래프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엔
터티 그래프 유형(77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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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표 필터

보기

각각의 열 이름 아래에 표 필터 상자를 표시하고 열
에 대한 필터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자를 클릭하여 찾아보기
버튼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
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표

표시기 열

보기

요구 사항 창 왼쪽에

열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모듈 아이콘(262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정보 패널

보기

요구 사항 보기 하단에 정보 패널 탭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모듈 창(252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적용 범위 분석, 요구 사항 표, 요구 사항
트리

선택 반전

편집

표에서 이전에 선택한 모든 요구 사항을 선택 취소
하고 이전에 선택되지 않은 요구 사항을 모두 선택
합니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표

최근에 사용한 분석

분석

ALM에서 가장 최근에 본 보고서 및 그래프를 나열
합니다. 최대 10개 항목을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 트리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을 위/아래로
이동하여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이동
위로 이동

참고: 요구 사항 트리의 요구 사항을 필터 대화
상자의 보기 순서 탭을 사용하여 이미 정렬한
경우에는 위로 이동 및 아래로 이동 버튼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보기 순서 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트리, 요구 사항 세부 정보, 적
용 범위 분석
요구 사항

새 폴더

새 요구 사항 폴더 만들기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더 아래에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트리, 요구 사항 세부 정보, 적
용 범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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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14장: 요구 사항 명세

UI 요소

메뉴

설명

요구 사항

새 요구 사항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요구 사항 아
래에 요구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새 요구 사항 대화 상자(272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새 요구 사항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트리, 요구 사항 세부 정보, 적
용 범위 분석
즐겨찾기 구성

즐겨찾기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를 열고 속성을 변경하거
나 보기를 삭제하여 즐겨찾기 보기 목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
자(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을 고정하거나 고정 해제합니다.

고정/고정 해제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트리, 요구 사항 세부 정보, 요
구 사항 표
자세한 내용은 고정된 항목 개요(118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개인

즐겨찾기

즐겨찾기 보기를 만든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는
즐겨찾기 보기를 나열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분석

요구 사항 데이터에 대해 작성할 수 있는 사전 정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나열합니다. 보고서 유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정의된 프로젝트 보고서
(8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목록에서 보고서를 선택하면 보고서의 미리 보기가
생성됩니다. 미리 보기에는 보고서 섹션당 최대 5
개의 엔터티가 표시됩니다. 전체 보고서를 생성하
려면 미리 보기의 왼쪽 위에서 생성 버튼 옆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고 생성할 보고서 형식을 선택합니
다.

공용

즐겨찾기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즐겨찾기 보기를
나열합니다.

보기

요구 사항 트리 또는 표를 새로 고쳐 최신 요구 사항
을 표시합니다.

편집

선택한 요구 사항의 이름을 바꿉니다. 루트 폴더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모두 새로 고침
이름 바꾸기

구문 예외: 요구 사항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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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트리 또는 표에서 요구 사항 필드 값을 바꿉니다. 자
세한 내용은 바꾸기 대화 상자(83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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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를 표시하고 요구 사항과
다른 엔터티 사이에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 사항 위험을 계산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페이지(271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요구
사항의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페이지(271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표

보기

요구 사항 표 보기를 표시하고 요구 사항을 계층 구
조가 아닌 일반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표의 각 줄
에 별도의 요구 사항이 표시됩니다.

요구 사항 트리

보기

요구 사항 트리 보기를 표시하고 트리에서 요구 사
항을 계층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선택

편집

표에서 모든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표

보기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요구 사항 트리 또는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자 메일로 보내기

요구 사항

전자 메일로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서 선
택한 수신자 또는 요구 사항 작성자에게 요구 사항
전자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체 경로 표시

보기

요구 사항 트리에 요구 사항 경로를 표시합니다.

열 선택

사용 가능: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테스트 적용 범위 >
적용 범위에 조건 추
가 표시

보기

조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를 활성화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조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419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트리, 요구 사항 세부 정보, 적
용 범위 분석

편집
텍스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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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모듈 창 하단에 텍스트 검색 창을 열고 사
전 정의된 필드에서 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텍스트 검색 창(84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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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추적 가능성 매트릭
스

보기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보기를 표시하고 매트릭스에
서 요구 사항과 다른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 간 추적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항목 업데이
트

편집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를 열고 트리 또는
표에서 선택한 여러 요구 사항의 필드 값을 업데이
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택한 항목 업데
이트 대화 상자(9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기

요구 사항 트리에서 세부 정보의 수준을 변경합니
다.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대/축소

확대 - 선택한 요구 사항을 표시하고 요구 사항의
제목 및 계층 구조 경로를 포함합니다.
한 수준 축소 - 이전 확대 명령을 실행 취소합니다.
루트로 축소 - 가장 높은 계층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체 요구 사항 트리를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 모듈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요구 사항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요구 사항 아래에서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참고 항목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요구 사항 모듈의 일부 필드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
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
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l

요구 사항 모듈 메뉴 및 버튼(254페이지)

l

요구 사항 모듈 창(252페이지)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녹색 별표> - 해당 탭이 채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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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경보 - 요구 사항에 대한 경보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l

빨간색 경보 - 새 경보를 나타냅니다.

l

회색 경보 - 이미 읽은 경보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 지정된 요구 사항에 대한 첨부 파일에 보려면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하여 첨부 파일을 엽니다. 첨부 파일이 열 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
가 첨부 파일 링크를 클릭하면 첨부 파일 페이지에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 요구 사항 -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를 나타내는 요구
사항
참고:
l

l

비즈니스 모델 요구 사항은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 추가되는 각 모델 엔
터티에 대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비즈니스 모델 요구 사항의 요구 사항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 비즈니스 프로세스 요구 사항
하위 항목 - 선택한 요구 사항을 변경할 경우 영향을 받는 하위 요구 사항. 자세
한 내용은 영향 분석 탭(2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폴더 요구 사항 - 요구 사항을 구성하는 폴더입니다.
추가 작업 플래그 -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작업 플래그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l

회색 플래그 - 새로운 추가 작업 플래그를 나타냅니다.

l

빨간색 플래그 - 추가 작업 날짜에 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요구 사항 - 시스템 동작 요구 사항입니다.
그룹 요구 사항 - 관련 요구 사항의 모음입니다.
링크된 결함 - 요구 사항에 대해 링크된 결함을 보려면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상위 항목 - 선택한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요구 사항. 자세한 내용은
영향 분석 탭(2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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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재귀 관계 - 동일한 요구 사항이 관계에서 두 번 이상 참가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영향 분석 탭(2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요구 사항 - 테스트 유형의 요구 사항
추적 원본 - 선택한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 자세한 내용은 영향
분석 탭(2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추적 대상 - 선택한 요구 사항의 영향을 받는 요구 사항. 자세한 내용은 영향 분
석 탭(2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정의되지 않은 요구 사항 - 정의되지 않은 유형의 요구 사항
버전 제어 - 요구 사항이 체크 아웃된 상태
l

녹색 자물쇠 - 현재 사용자가 요구 사항을 체크 아웃한 상태

l

빨간색 자물쇠 - 다른 사용자가 요구 사항을 체크 아웃한 상태

요구 사항 모듈 필드
이 섹션에서는 요구 사항 모듈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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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l

l

l

요구 사항 모듈에서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의 레이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목록을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모듈에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필드와 값을 제한하고 동적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이름 값(사용자 정의 필드 포함)이 포함된 요구 사항 열을 선택하면
ALM에 각 사용자의 이름 및 전체 이름이 포함된 목록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를 검색하고, 정렬하고, 사용자 그룹으로 그룹화하고, 사용자 목록 또는 그룹
트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목록 대화 상자(80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요구 사항 보기에서는 일부 필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버전 제어: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추가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전 제어 필드(1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요구 사항 모듈의 일부 필드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항목

요구 사항 모듈 창(252페이지)

필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작성자

요구 사항을 만든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기본값: 로그인 사용자 이름입니다.

주석

요구 사항에 대한 주석입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
를 클릭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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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적용 범위 분석

요구 사항 및 하위 요소의 직접 적용 상태를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현재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요구 사항 또는 직접 적용 상태가 "N/A"인
요구 사항은 분석에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참고: 적용 범위를 주기별로 설정할 경우 ALM에서는 직접 적용 상
태 필드는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필터에 포함된 주기에
할당된 테스트 집합 폴더에 속하는 인스턴스가 있는 테스트를 기
준으로 계산된 직접 적용 상태 값이 사용됩니다. 이 경우 필터에
주기에 대한 테스트 적용 범위가 없는 요구 사항만 분석 시 계산됩
니다. 주기별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분석 설정 대화 상자
(41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만든 사람

요구 사항 링크를 만든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기본값: 로그인 사용자 이름입니다.

만든 날짜

요구 사항 또는 요구 사항 링크를 만든 날짜입니다.
기본값: 현재 데이터베이스 서버 날짜입니다.

만든 시간

요구 사항을 만든 시간입니다.
기본값: 현재 데이터베이스 서버 시간입니다.

설명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
를 클릭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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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직접 적용 상태

요구 사항과 연결된 테스트 상태에 따라 결정된 요구 사항의 현재 상태
입니다.
요구 사항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l

l

l

l

l

l

l

l

Blocked - 요구 사항에 적용된 테스트 중 하나 이상의 실행 상태가
Blocked인 경우입니다.
Not Covered - 테스트에 링크되지 않은 요구 사항입니다.
Failed - 요구 사항에 적용된 테스트 중 하나 이상의 실행 상태가
Failed이고 실행 상태가 Blocked인 테스트는 없는 경우입니다.
Not Completed - 요구 사항에 적용된 테스트 중 하나 이상의 실행
상태가 Not Completed이고 실행 상태가 Blocked 또는 Failed인
테스트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는 요구 사항에 적용된 테스트의 실행
상태가 Passed 및 No Run, Passed 및 N/A인 경우입니다.
Passed - 요구 사항에 적용된 모든 테스트의 실행 상태가 Passed
인 경우입니다.
No Run - 요구 사항에 적용된 모든 테스트의 실행 상태가 No Run
인 경우입니다.
N/A - 요구 사항의 현재 상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 요구 사항이 적용 범위를 지원하지 않는 요구 사항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 적용 상태가 없는 경우입니다.

기본값: Not Covered 상태입니다.
수정한 날짜

요구 사항 또는 요구 사항 링크가 수정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기본값: 현재 데이터베이스 서버 날짜 및 시간입니다.

이름

요구 사항의 이름입니다.

기존 유형(더 이상 사용
되지 않음)(이전 명칭은
유형)

요구 사항의 유형(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입니다. 이전 ALM 버전에서
는 일반적으로 변경, 기능, 지침, 품질, 표준, 시스템 값을 임의로 구성
하여 프로젝트 유형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필드는 정의되지 않은 유형의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

낮음 우선 순위(수준 1)부터 긴급 우선 순위(수준 5)까지 요구 사항의
우선 순위입니다.

제품

요구 사항의 기준이 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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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RBQM 비즈니스 영향

요구 사항에 대해 계산된 비즈니스 중요도입니다. 가능한 값은 A(높
음), B(보통), C(낮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
니다.

RBQM 사용자 지정 비즈
니스 영향

요구 사항에 대한 사용자 정의 비즈니스 중요도입니다. 가능한 값은 A
(높음), B(보통), C(낮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
합니다.

RBQM 사용자 지정 실패
확률

요구 사항에 대한 사용자 지정 실패 확률입니다. 가능한 값은 1(높음),
2(보통), 3(낮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사용자 지정 기능
복잡도

요구 사항에 대한 사용자 지정 기능 복잡도입니다. 가능한 값은 1(높
음), 2(보통), 3(낮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
니다.

RBQM 사용자 지정 위험

요구 사항에 대한 사용자 지정 위험입니다. 가능한 값은 A(높음), B(보
통), C(낮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사용자 지정 테스
트 시간

요구 사항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정의 시간(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에서 정의한 단위로 측정)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사용자 지정 테스
트 수준

요구 사항을 테스트할 사용자 정의 수준입니다. 가능한 값은 1-전체,
2-부분, 3-정상, 4-없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
합니다.

RBQM 마지막 분석 날짜

요구 사항에서 위험 기반 품질 관리 분석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날짜입
니다. 이 필드는 분석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효율적인 비즈니
스 영향

요구 사항의 유효 비즈니스 중요도입니다. 가능한 값은 A(높음), B(보
통), C(낮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효율적인 실패 확
률

요구 사항의 효율적인 실패 확률입니다. 가능한 값은 1(높음), 2(보통),
3(낮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효율적 기능 복잡
도

요구 사항의 유효 비즈니스 복잡도입니다. 가능한 값은 1(높음), 2(보
통), 3(낮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효율적 위험

요구 사항의 유효 위험입니다. 가능한 값은 A(높음), B(보통), C(낮음)
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예상 RnD 공수

요구 사항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정의 시간 추정치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분석에서 제외

요구 사항을 위험 분석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요구 사항이
위험 평가를 사용할 수 없는 유형에 속할 경우 또는 분석에서 명시적으
로 제외할 경우 위험 분석에서 요구 사항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RBQM 실패 확률

요구 사항에 대해 계산된 실패 확률입니다. 가능한 값은 1(높음), 2(보
통), 3(낮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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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RBQM 기능 복잡도

요구 사항에 대해 계산된 기능 복잡도입니다. 가능한 값은 1(높음), 2
(보통), 3(낮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위험

요구 사항에 대해 계산된 위험입니다. 가능한 값은 A(높음), B(보통),
C(낮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테스트 시간

요구 사항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계산된 값(프로젝트 사
용자 지정에서 정의한 단위로 측정)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
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테스트 수준

요구 사항을 테스트할 수준에 대해 계산된 값입니다. 가능한 값은 1전체, 2-부분, 3-정상, 4-없음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
만 사용합니다.

RBQM 사용 사용자 지정
비즈니스 영향

ALM에서 계산한 비즈니스 중요도 대신 사용자 정의 비즈니스 중요도
를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
합니다.

RBQM 사용 사용자 지정
실패 확률

ALM에서 계산한 실패 확률 대신 사용자 정의 실패 확률을 사용할지 여
부를 나타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사용 사용자 지정
기능 복잡도

ALM에서 계산한 기능 복잡도 대신 사용자 정의 기능 복잡도를 사용할
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RBQM 사용 사용자 지정
결과

ALM에서 계산한 값 대신 사용자 정의 테스트 공수 및 테스트 수준을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
니다.

RBQM 사용 사용자 지정
위험

ALM에서 계산한 위험 대신 사용자 정의 위험을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
냅니다. 이 필드는 평가 요구 사항에서만 사용합니다.

요구 사항 ID

요구 사항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된 고유 영숫자 ID입니다. 요구 사항
ID 필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요구 사항 상위 항목

상위 요구 사항의 이름입니다.

요구 사항 추적 ID

요구 사항 링크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된 고유 영숫자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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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요구 사항 유형

요구 사항의 유형입니다.
기본값:
l

l

비즈니스 - 비즈니스 프로세스 요구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구 사항에 적용 범위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폴더 - 요구 사항을 구성하는 폴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구
사항에 적용 범위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l

기능 - 시스템 동작 요구 사항입니다.

l

그룹 - 관련 요구 사항의 모음입니다.

l

테스트 - 시스템 성능 요구 사항입니다.

l

l

비즈니스 모델 -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를 나타내는 요
구 사항입니다.
정의되지 않음 - 정의되지 않은 요구 사항입니다.
참고: 기본 유형을 사용자 지정하고 고유 요구 사항 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유형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
시오.

검토

요구 사항을 책임자가 검토 및 승인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대상 주기

요구 사항이 할당된 주기를 나타냅니다.

대상 릴리스

요구 사항이 할당된 릴리스를 나타냅니다.

추적 주석

요구 사항 링크에 대한 주석을 표시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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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세부 정보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 첨부 파일, 테스트 적용 범위,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링크, 위험 기반 품질 관리 설정, 결함 링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 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 목록도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중요 정보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요구 사
항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보기 > 요구 사항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가 열립
니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요구 사항 세부 정보의 일부 필
드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
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250페이지)

참고 항목

요구 사항 명세 개요(25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첫 번째/이전 다음/마지막 엔터티 - 요구 사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추가 작업 플래그 -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를 열고 요구 사항의 추가
작업 플래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자 메일로 보내기 - 요구 사항 세부 정보가 포함된 전자 메일을 보냅니
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
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세부 정보

HP ALM (12.00)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모듈 필드(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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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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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서식 있는 텍스트

ALM 내에서 편집기를 사용하여 서식이 있는 텍스트를 추가, 편집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다른 요구 사항 또는 다른 모듈로 이동하면 요구 사항의 서식이
있는 텍스트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첨부 파일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결함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링크된 결함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추적 가능
성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링크된 요구 사항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향 분석 탭(282페이지) 및 관계 탭(27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적용 범위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연결된 테스트를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
트 적용 범위 페이지(4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 링크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링크된 비즈니스 모델 엔터티를 나열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4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위험 분석/위험 평가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의 위험을 계산 및 분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
평가 탭(296페이지) 및 위험 분석 탭(30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이 나타나는 기준선의 기록 내역도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새 요구 사항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새 요구 사항을 요구 사항 모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트리, 요구 사항 세부 정보, 적용 범위 분석

관련 작업

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250페이지)

참고 항목

요구 사항 명세 개요(250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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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데이터를 지웁니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이름

새 요구 사항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구문 예외: 요구 사항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

요구 사항 유형

요구 사항 유형을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유형(27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세부 정보

필수 필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요구 사항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모듈 필드(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서식 있는 텍스트

ALM 내에서 HTML 편집기를 사용하여 서식이 있는 텍스트를 추가, 편집하
거나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다른 요구 사항 또는 다른 모듈로 이동하면 요구 사항의 서식이
있는 텍스트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첨부 파일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대해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트리에 새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새 요구 사항 페이지가 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새 요구 사항 페이지를 닫습니다.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는 요구 사항을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지정된 주제의 테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적
용 범위는 요구 사항과 해당 테스트 사이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요구 사항 트리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 또는 모든 요구 사항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HP ALM (12.00)

요구 사항 모듈의 요구 사항 트리에서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
릭하고 테스트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모든 요구 사항을 변환하려면 요구 사항
트리에서 루트 요구 사항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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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테스트를 만들려면 필요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요구 사항 유형 중 비즈니스, 폴더 및 그룹은 기본적으로 테스트로 변환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변환을 수행하려면 이러한 요구 사항 유형에 대해 테스트 적용 범위를 활성
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
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 변환 방법 선택 페이지(274페이지) > 수동 변경 변환 페이지(275페이지)
> 대상 경로 선택 페이지(276페이지)

관련 작업

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250페이지)

참고 항목

요구 사항 명세 개요(250페이지)

자동 변환 방법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자동 변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설계 단계, 테스트 또는
주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273페이지)에 나와 있습
니다.

마법사 맵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273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 변환 방법 선택 페이지(274페이지) > 수동 변경 변환 페이지(275페이지)
> 대상 경로 선택 페이지(27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최하위 요구 사항을
설계 단계로 변환

모든 최하위 요구 사항을 설계 단계로 변환하고, 한 단계 위 수준은 테스트
로 변환하며, 그 위의 모든 수준은 주제로 변환합니다.

최하위 요구 사항을
테스트로 변환

모든 최하위 요구 사항을 테스트로 변환하고 그 위의 모든 수준은 주제로
변환합니다.

모든 요구 사항을 주
제로 변환

선택한 모든 요구 사항을 테스트 계획 모듈의 주제로 변환합니다.

단일 테스트 생성

요구 사항을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지정된 주제의 테스트로 변환합니다.

테스트 집합에 테스
트 추가

이 옵션은 단일 테스트 생성이 선택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테스트를 테스
트 랩 모듈의 지정된 테스트 집합에 추가합니다.

현재 요구 사항 필터
유지

이 옵션은 요구 사항을 필터링할 때 활성화됩니다. 요구 사항에 현재 필터
를 유지합니다. 필터링된 요구 사항만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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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다음

변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수동 변경 변환 페이지(275페이지)
에 표시됩니다.

취소

변환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취소하면 마법사가 닫힙니다.
변환 프로세스가 시작된 후 취소하려면 진행 표시줄에서 중지 버튼을 클릭
합니다.

수동 변경 변환 페이지
이 마법사에서는 테스트 계획 트리, 테스트, 테스트 단계 또는 단계 설명에 요구 사항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환 프로세스에서 요구 사항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2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단일 요구 사항을 변환할 경우는 이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273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 변환 방법 선택 페이지(274페이지) > 수동 변경 변환 페이지(275페이지) >
대상 경로 선택 페이지(27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하위 항목 자동 완성

선택한 상위 항목의 하위 항목 수준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항목의
수준을 주제에서 테스트로 변경할 경우 모든 하위 항목의 수준이 테스트에
서 테스트 단계로 변경됩니다.

범례

이 마법사 페이지에 대한 범례를 제공합니다.
주제로 변환 -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선택한 항목을 주제로 변경합니다. 그
런 다음 하위 항목은 주제 또는 테스트가 됩니다. 주제 이름은 고유해야 합
니다.
테스트로 변환 -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선택한 항목을 테스트로 변경합니
다. 그런 다음 하위 항목이 단계로 변환됩니다. 테스트 이름은 고유해야 합
니다.
단계로 변환 -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선택한 항목을 단계로 변경합니다. 그
런 다음 하위 항목이 단계 설명으로 변환됩니다.
설명으로 변환 -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선택한 항목을 단계 설명으로 변경
합니다. 그런 다음 하위 항목이 들여쓰기된 설명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변환에서 제외 -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선택한 항목을 제외합니다. 하위 항
목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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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하위 항목 확인 - 상위 노드의 유형에 따라 하위 노드의 유형을 변경합니
다. 예를 들어, 상위 항목이 테스트인 경우 하위 항목은 단계로 변환됩니다.

취소

변환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취소하면 마법사가 닫힙니다.
변환 프로세스가 시작된 후 취소하려면 진행 표시줄에서 중지 버튼을 클릭
합니다.

대상 경로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테스트 계획 트리에 대상 주제 경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2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단일 요구 사항을 변환할 경우는 이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273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 변환 방법 선택 페이지(274페이지) > 수동 변경 변환 페이지(275페
이지) > 대상 경로 선택 페이지(27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대상 주제 경로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대상 주제 경로를 설정합니다.
기본값: 주제 폴더와 테스트가 테스트 계획 모듈의 주제 폴더에 저장됩니
다.

테스트 상태

이 필드는 자동 변환 방법 선택 페이지(274페이지)에서 단일 테스트 생성
을 선택할 경우 표시됩니다. 생성된 테스트에 대해 테스트 상태를 설정합니
다.
기본값: 설계

테스트 집합에 추가

이 필드는 자동 변환 방법 선택 페이지(274페이지)에서 테스트 집합에 테
스트 추가를 선택할 경우 표시됩니다. 테스트를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집합에 추가합니다.
테스트 집합 -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합니다.

마침

변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변환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
다. 요구 사항을 변환하는 중 생성된 오류가 표시됩니다.
참고: 변환 프로세스를 중지할 경우 이미 변환된 요구 사항은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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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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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개요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은 두 개 이상의 요구 사항 사이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변경이 특정 요구 사항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면 추적 가능성 링크에 변경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다른 요구 사항이
표시됩니다.
추적 가능성 링크를 선택한 요구 사항에 추가하거나 선택한 요구 사항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추적 원본 링크는 선택한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을 나타냅니다.

l

추적 대상 링크는 선택한 요구 사항이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을 나타냅니다.

요구 사항이 변경되면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에서 영향이 미친 요구 사항에
경보를 표시합니다. 경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보 개요(1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추적 방법(2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추적 방법
이 작업에서는 요구 사항 사이의 추적 가능성 링크를 정의하는 방법 및 요구 사항 사이의 연결 및 종
속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추적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개요(2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추적 가능성 링크 정의(278페이지)

l

추적 가능성 영향 보기(278페이지)

l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생성 - 선택 사항(278페이지)

1.

추적 가능성 링크 정의
a.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탭을 클
릭합니다.
b. 추적 가능성 링크를 정의하려면 요구 사항 트리에서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c. 오른쪽 창에 요구 사항 트리를 표시하려면 관계 탭에서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적 가능성 링크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관계 탭(27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추적 가능성 영향 보기
영향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 사이의 연결 및 종속성을 검토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영향 분석 탭(2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생성 - 선택 사항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를 만들어 요구 사항 간 관계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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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모듈에서 보기 >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를 선택합니다.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를 구성
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사용 방법(284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탭

279

영향 분석 탭

282

관계 탭
이 탭에서는 요구 사항 간 관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요구 사항을 표 구조로 표시하여 요구 사항 간 연
결과 종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요구 사항 모듈에서 보기 > 요구 사항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관계 탭에는 영향을 받는 요구 사항이 표시되며, 하위 요구 사항은 제외됩니다.

관련 작업

요구 사항 추적 방법(278페이지)

참고 항목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개요(278페이지)
영향 분석 탭(28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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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원본/추적 대상 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요구 사항 간 추적 가능성 관계를 정의합니다.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l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추가 또는 요구 사항 트리로부터 오른쪽 창에 요구 사항 트리를 표시하여 요구 사항 트리에
서 선택한 요구 사항으로 추적 가능성 링크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ID별(추적 원본) - 기존의 요구 사항 추적 대화 상자를 열고
요구 사항 ID를 입력하여 추적 원본 표에 추적 가능성 링크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ID별(추적 대상) - 기존의 요구 사항 추적 대화 상자를 열고
요구 사항 ID를 입력하여 추적 대상 표에 추적 가능성 링크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적 가능성에서 제거 - 추적 원본 또는 추적 대상 표에서 추적
가능성 관계 링크를 제거합니다.
팁: 여러 링크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릅니다.
모두 새로 고침 - 표를 새로 고칩니다.
열 선택 - 열 모양과 색을 설정합니다.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열 선택(추적 원본)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추적 원본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열 선택(추적 대상)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추적 대상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요구 사항으로 이동 - 요구 사항 트리에 추적되는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요구 사항의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페이지(271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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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추적 원본 창

선택한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 필드>

표에서 사용 가능한 요구 사항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
구 사항 모듈 필드(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시/숨기기 - 추적 원본 또는 추적 대상 창을 표시하거나 숨
깁니다.

추적 대상 창

선택한 요구 사항이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 트리 창
이 창에서는 요구 사항 트리의 추적 가능성 링크를 선택한 요구 사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탭을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추적 가능성에 추가 - 요구 사항 트리에서 추적 가능성 링크를 추가합니다.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추적 가능성에 추가(추적 원본) - 선택한 요구 사항을 추적 원본 표에 추가
합니다.
추적 가능성에 추가(추적 대상) - 선택한 요구 사항을 추적 대상 표에 추가
합니다.
팁: 트리에서 요구 사항을 적절한 표로 끌어 추적 가능성 링크를 추가할 수
도 있습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표시 - 선택한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읽
기 전용 모드로 엽니다.
요구 사항 트리의 요구 사항으로 이동 - 요구 사항 모듈의 트리에서 선택한 요
구 사항 위치로 이동하고 요구 사항을 강조 표시합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요구 사항 트리를 새로 고칩니다.
찾기 - 트리에서 특정 요구 사항을 검색합니다.
찾기 상자에서 요구 사항의 이름(또는 이름의 일부)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합
니다. 검색에 성공하면 트리에서 요구 사항이 강조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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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필터/정렬 설정 - 요구 사항 트리의 요구 사항을 필터링하고 정렬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D를 사용하여 요구 사항(으)로 이동 - 요구 사항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요구 사항 ID를 사용하여 특정 요구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필터에 있는 요구 사항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닫기 - 오른쪽 창에서 요구 사항 트리를 숨깁니다.

영향 분석 탭
이 탭에서는 관계를 검토하여 요구 사항의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요구 사항을 계층
트리 구조로 표시하여 요구 사항 간 연결과 종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요구 사항 모듈에서 보기 > 요구 사항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탭을 클릭한 다음 영향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영향 분석 탭에는 영향을 받는 상위 및 하위 요구 사항이 표시됩니다.

관련 작업

요구 사항 추적 방법(278페이지)

참고 항목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개요(278페이지)
관계 탭(27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두 새로 고침 - 트리를 새로 고칩니다.
요구 사항으로 이동 - 요구 사항 트리에 추적되는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요구 사
항의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페
이지(27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범례

요구 사항 간 관계를 설명합니다. 추적 가능성 아이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모듈 아이콘(2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추적 원본 창

선택한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표시/숨기기 - 추적 원본 또는 추적 대상 창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추적 대상 창

HP ALM (12.00)

선택한 요구 사항이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282/860 페이지

16장: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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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사용 방법

284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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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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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개요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에서는 요구 사항과 다른 요구 사항 간, 요구 사항과 테스트 간 관계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구 사항의 범위가 변경
될 경우 변경 내용을 식별합니다.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에는 원본 요구 사항과 연결된 요구 사항 및 테스트가 나열되며 각 원본 요구 사
항에 대해 총 관계 수가 나열됩니다. 낮은 값은 원본 요구 사항이 충분한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와 연
결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값은 원본 요구 사항이 너무 복잡하므로 간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0 값은 관계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사용 방법(28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사용 방법
이 작업에서는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를 구성 및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개요(284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참고: 제품 기능 동영상: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주
창에서 도움말 >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284페이지)

l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284페이지)

l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보기(285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a.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링크 정의 - 요구 사항 모듈에서 보기 > 요구 사항 세부 정보를 선택
합니다. 요구 사항 추적 가능성 탭을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 간 추적 가능성 링크를 정의합니
다. 요구 사항 추적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추적 방법(278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b.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정의 - 요구 사항을 테스트에 링크하여 적용 범위를 만듭니
다.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적용 범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a. 요구 사항 모듈에서 보기 >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를 선택합니다.
b.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가 열립
니다. 매트릭스를 정의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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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16장: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마법사(2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보기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보기에서 요구 사항 간 추적 가능성 링크와 요구 사항과 테스트 간 링크를
분석 및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보기(285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보기

285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

288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보기
이 보기에서는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요구 사항 모듈에서 보기 >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표에 표시되는 데이터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작업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사용 방법(284페이지)

참고 항목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개요(284페이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288페이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추적 가능성 구성 매트릭스 마법사를 열고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
(2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모두 새로 고침 - 매트릭스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
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매트릭스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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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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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요구 사항 세부 정보 -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
택한 요구 사항의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페이지(27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트리의 요구 사항으로 이동 - 요구 사항 트리 보기로
이동한 다음 선택한 요구 사항을 강조 표시합니다.
전자 메일 보내기 - 전자 메일로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
에서 선택한 수신자 또는 요구 사항 작성자에게 요구 사항 전자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생성 대화 상자를 열고 추적 가능성 매트
릭스 보기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표시/숨기기 -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보기의 아래 창을 표시하
거나 숨깁니다.

<표 필드>

표에서 사용 가능한 요구 사항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모듈 필드(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름

요구 사항의 이름입니다.

링크된 테스트 수

선택된 요구 사항에 연결된 테스트의 수입니다.

추적 원본 요구 사항 수

선택한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의 수를 표시합니
다.

추적 대상 요구 사항 수

선택한 요구 사항이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의 수를 표시합니
다.

전체 경로 표시

요구 사항 트리에 요구 사항 경로를 표시합니다.

추적 원본 요구 사항 탭
이 탭은 선택한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중요 정보

HP ALM (12.00)

이 탭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의 링크된 요구 사항 기준 필터링에
서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받음) 또는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
을 받지 않음) 옵션을 설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요구 사항 기준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288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286/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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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매트릭스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요구 사항
의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페이
지(27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 필드>

표에서 사용 가능한 요구 사항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모듈 필드
(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체 경로 표시

요구 사항 트리에 요구 사항 경로를 표시합니다.

추적 대상 요구 사항 탭
이 탭은 선택한 요구 사항이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중요 정보

이 탭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의 링크된 요구 사항 기준 필터링에서
영향을 미치는 원본 요구 사항 포함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본 요구 사항 포함
옵션을 설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요구 사항 기준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2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매트릭스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요구 사항
의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페이지
(27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 필드>

표에서 사용 가능한 요구 사항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모듈 필드
(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체 경로 표시

요구 사항 트리에 요구 사항 경로를 표시합니다.

링크된 테스트 탭
이 탭은 선택한 요구 사항에 링크된 테스트를 표시합니다.
중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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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탭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의 링크된 테스트 기준 필터링에서 링크
된 원본 요구 사항 포함 또는 링크되지 않은 원본 요구 사항 포함 옵션을 설정한 경
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테스트 기준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적 가
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2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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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매트릭스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세부 정보 - 테스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테스트의 세
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9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 필드>

표에서 사용 가능한 테스트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모듈 필
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체 경로 표시

테스트 계획 트리에 테스트 경로를 표시합니다.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는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를 구성합니다.
액세스 방법

요구 사항 모듈에서 보기 >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를 선택합니다. 생성된 구성이
없을 경우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버튼 또는 구성 만들기 링크를 클릭합니
다.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요구 사항 정의 페이지(288페이지) > 링크된 요구 사항 기준 필터링(289
페이지) > 링크된 테스트 기준 필터링 페이지(290페이지)

관련 작업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사용 방법(284페이지)

참고 항목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개요(284페이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보기(285페이지)

원본 요구 사항 정의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원본 요구 사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288페이
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법사 맵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288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원본 요구 사항 정의 페이지(288페이지) > 링크된 요구 사항 기준 필터링(289
페이지) > 링크된 테스트 기준 필터링 페이지(290페이지)

HP ALM (12.00)

288/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6장: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정의된 구성을 지웁니다.
필터/정렬 설정 - 요구 사항 모듈의 원본 요구 사항을 필터링하고 정렬합
니다.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참고: 하위 요구 사항에는 필터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터 지우기 - 정의된 필터를 지웁니다.

링크된 요구 사항 기준 필터링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원본 요구 사항과 링크된 요구 사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288페이
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법사 맵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288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원본 요구 사항 정의 페이지(288페이지) > 링크된 요구 사항 기준 필터링(289
페이지) > 링크된 테스트 기준 필터링 페이지(29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정의된 구성을 지웁니다.
필터/정렬 설정 - 링크된 요구 사항을 필터링 및 정렬합니다.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필터 지우기 - 정의된 필터를 지웁니다.

링크된 요구 사항으로 필터링

링크된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원본 요구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선택한 요구 사항이 영향을 미치는 원본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
받음) 추적 원본 요구 사항
다.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선택한 요구 사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본 요구 사항을 표
받지 않음) 추적 원본 요구 사항
시합니다.

HP ALM (12.00)

28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6장: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UI 요소

설명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하위 요구 사항 및 추적 대상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원본
줌) 직계 하위 항목 및 추적 대상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요구 사항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하위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원본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
줌) 직계 하위 항목
다.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추적 대상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원본 요구 사항을 표시
줌) 추적 대상 요구 사항
합니다.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하위 요구 사항 및 추적 대상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지 않음) 직계 하위 항목 및 추 원본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적 대상 요구 사항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하위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본 요구 사항을 표시
주지 않음) 직계 하위 항목
합니다.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추적 대상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본 요구 사항을
주지 않음) 추적 대상 요구 사항
표시합니다.
표시하려는 원본 요구 사항의 링 지정된 요구 사항 수보다 많이 링크된 원본 요구 사항을 표시
크 수: 다음보다 큼 <수> (위에 지 합니다.
정된 요구 사항 중)
참고: 이 옵션은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받음)
또는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하려는 원본 요구 사항의 링
크 수: 다음보다 작음 <수> (위에
지정된 요구 사항 중)

지정된 요구 사항 수보다 적게 링크된 원본 요구 사항을 표시
합니다.
참고: 이 옵션은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받음)
또는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영향을 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테스트 기준 필터링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연결된 테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288페이
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법사 맵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구성 마법사(288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원본 요구 사항 정의 페이지(288페이지) > 링크된 요구 사항 기준 필터링(289
페이지) > 링크된 테스트 기준 필터링 페이지(290페이지)

HP ALM (12.00)

290/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6장: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정의된 구성을 지웁니다.
필터/정렬 설정 - 링크된 테스트를 필터링 및 정렬합니다. 필터링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필터 지우기 - 정의된 필터를 지웁니다.

링크된 테스트 기준 필터링

링크된 테스트를 기준으로 원본 요구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다
음 테스트로 링크됨)

지정된 테스트에 링크된 원본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다
음 테스트로 링크되지 않음)

지정된 테스트에 링크되지 않은 원본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표시하려는 원본 요구 사항의 지정된 테스트 수보다 적게 링크된 원본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링크 수: 다음보다 큼 <수>(위
에 지정된 테스트 중)
참고: 이 옵션은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다음 테스트로 링
크됨)을 선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하려는 원본 요구 사항의 지정된 테스트 수보다 많이 링크된 원본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링크 수: 다음보다 큼 <수>(위
에 지정된 테스트 중)
참고: 이 옵션은 다음 원본 요구 사항 포함(다음 테스트로 링
크됨)을 선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29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6장: 추적 가능성 매트릭스

HP ALM (12.00)

292/860 페이지

17장: 위험 기반 품질 관리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기반 품질 관리 개요

294

위험 평가 방법

294

위험 기반 품질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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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ALM (12.00)

293/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7장: 위험 기반 품질 관리

위험 기반 품질 관리 개요
요구 사항 테스트 방법을 계획할 때는 무한히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모든 요구 사항을 완전
히 테스트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 대한 중요도가 낮거나 구현과 관련된
위험이 적은 요구 사항만 부분적으로 테스트하는 절충이 필요합니다. 위험 기반 품질 관리 기능을 사
용하면 요구 사항의 특성 및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기준으로 각 요구 사항을 테스트할 수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테스트 프로세스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위험 기반 품질 관리를 사용하는 각 요구 사항 유형은 분석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위험 분석 또는 평
가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개별 위험 평가를 지원합니다.
l

분석 요구 사항은 폴더 유형과 같이 요구 사항 트리 계층 구조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유형에
속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위험 분석은 요구 사항 트리에서 분석 요구 사항에 속하는 평가 요구 사
항을 기준으로 분석 요구 사항에 대해 수행합니다.
여러 평가 요구 사항의 위험 결과를 집계하여 전반적 위험 분석 결과를 파악한 다음, 이 결과를 이
용하여 테스트 공수 및 테스트 전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l

평가 요구 사항은 분석 요구 사항의 하위 요구 사항을 나타내며 요구 사항 트리 계층 구조에서 낮
은 수준에 있는 유형에 속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특정 분석 요구 사항에 속하는 평가 요구 사항은
해당 분석 요구 사항에서 위험 분석의 기준이 됩니다.
분석 요구 사항의 각 평가 요구 사항에 대해 위험 및 기능 복잡도를 할당 및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비즈니스 중요도 및 실패 확률로 구성됩니다. 비즈니스 중요도는 요구 사항이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합니다. 실패 확률은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가 실패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기능 복잡도는 요구 사항 구현의 복잡도를 나타냅니다.

위험 기반 품질 관리에 대해 각 요구 사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위험 기반 품질 관리의 기본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위험 기반 품질 관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
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험 평가 방법(29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위험 평가 방법
이 작업은 ALM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험 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위험 기반 품질 관리 개요(29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294/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7장: 위험 기반 품질 관리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요구 사항 평가(295페이지)

l

테스트 정책 설정 정의(295페이지)

l

테스트 정책 최종 결정(295페이지)

l

테스트 전략 분석(296페이지)

1.

요구 사항 평가
a. 위험 평가 탭 표시 -요구 사항 모듈에서 보기 > 요구 사항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
항 트리의 분석 요구 사항 아래에서 평가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위험 평가 탭을 클릭합니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위험 평가 탭(29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b. 위험 및 기능 복잡도 결정 - 평가 질문 탭을 클릭합니다. 하위 탭으로 비즈니스 중요도, 실패
확률, 기능 복잡도 탭이 표시됩니다. 각 하위 탭에서 조건 집합에 값을 할당합니다. 평가 질
문 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험 평가 탭(296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평가 질문 탭에서 각 조건 집합에 값을 할당하는 대신 평가 결과 탭의 각 범주에 사용자 지정
값을 직접 할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험 평가 탭(29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c. 분석 요구 사항에 속하는 각 평가 요구 사항에 대해 위험 및 기능 복잡도를 할당 또는 계산합
니다.

2.

테스트 정책 설정 정의
a. 요구 사항 트리에서 분석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위험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 세부 정보는 위험 분석 탭(30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b. 분석 상수에서 분석 요구 사항과 여기에 속하는 평가 요구 사항 테스트에 대한 초기 설정을
정의합니다. 특정 기능 복잡도의 요구 사항을 전체적으로 테스트할 경우 할당할 시간 및 요
구 사항에 대해 부분적 또는 기본적 테스트만 수행할 경우 소요될 시간을 설정하며, 각 위험
및 기능 복잡도에 대한 요구 사항에서 수행할 테스트 수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 상수 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험 분석 탭(300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3.

테스트 정책 최종 결정
a. 테스트 정책 계산 - 위험 분석 탭에서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분석 요구 사항에 속하는 각 평
가 요구 사항에 대해 테스트 수준 및 테스트 공수가 계산되며 필요한 총 테스트 시간, 할당된
총 테스트 시간, 필요한 총 개발 시간이 업데이트됩니다.
위험 분석 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험 분석 탭(300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b. 테스트 정책 조정 - 모든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낭비되는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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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도록 분석 상수에서 테스트 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 상수 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험 분석 탭(300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c. 각 평가 요구 사항에 결과 적용 - 분석 및 하위 항목에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석 요구 사
항에서 현재 필터와 일치하는 모든 평가 요구 사항에 분석이 적용됩니다.
4.

테스트 전략 분석
n

분석 요구 사항의 테스트 전략이 자세히 기술된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위험 분석 탭에서 보고
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생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보고서 생성 대화 상자(3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평가 요구 사항에 대한 테스트 전략을 분석하려면 요구 사항 트리에서 평가 요구 사항을 선택
하고 위험 평가 탭을 클릭합니다. 평가 결과 하위 탭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 세부 정보는 위험 평가 탭(29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위험 기반 품질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평가 탭

296

위험 분석 탭

300

보고서 생성 대화 상자

304

위험 평가 탭
이 탭에서는 직접 값을 할당하거나 조건 집합에 값을 할당하여 요구 사항의 비즈니스 중요도, 실패
확률, 기능 복잡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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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평가 요구 사항
을 선택하고 위험 평가 탭을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 모듈에서 평가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요
구 사항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니
다. 위험 평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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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요구 사항의 비즈니스 중요도, 실패 확률, 기능 복잡성을 정하지 않으면 ALM
에서 위험 분석에 요구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건 및 조건에 가능한 값, 그리고 이러한 값에 따라 비즈니스 중요도, 실패
확률, 기능 복잡도를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중
요도 및 실패 확률을 사용하여 위험을 계산하는 방식도 사용자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위험 기반 품질 관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
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위험 평가 방법(294페이지)

참고 항목

위험 분석 탭(300페이지)
위험 기반 품질 관리 개요(294페이지)

위험 평가 탭 공통 요소
공통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평가 상태

평가 요구 사항의 현재 상태 - 평가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시작되지
않음, 진행 중, 완료됨

분석에서 제외

위험 분석을 수행할 때 선택된 평가 요구 사항을 무시합니다.

평가 결과 탭 - 평가 요약 영역
이 영역에는 평가 요구 사항의 위험 및 기능 복잡성에 할당 또는 계산된 값이 표시됩니다.
중요 정보

평가 요약 영역에는 평가 질문 탭에서 계산된 위험 및 기능 복잡도 값이 표시됩
니다. 이러한 값을 무시하는 대신 사용자 지정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위험 평가 방법(294페이지)

참고 항목

평가 질문 탭(29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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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위험

요구 사항에 대해 비즈니스 중요도 및 실패 확률을 기준으로 위험을 계산합니
다.
계산된 값을 무시하는 대신 사용자 지정 값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
합니다. 가능한 값은 A-높음, B-보통, C-낮음입니다.

비즈니스 중요도

요구 사항이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합니다.
계산된 값을 무시하는 대신 사용자 지정 값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
합니다. 가능한 값은 A-매우 중요, B-중요, C-선호입니다.
예: 거의 사용하지 않을 작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 사항에는 선 호
비즈니스 중요도를 할당할 수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에 핵심적인
요구 사항에는 중 요 비즈니스 중요도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 확률

요구 사항의 테스트가 실패할 확률을 측정합니다.
계산된 값을 무시하는 대신 사용자 지정 값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
합니다. 가능한 값은 1-높음, 2-보통, 3-낮음입니다.
예: 구현 시 응용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영역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요구
사항의 확률은 높 음 실패 확률을 할당합니다. 반대로, 응용 프로그램에
서 아이콘을 변경하는 요구 사항은 관련된 위험이 많지 않으므로 낮 음
실패 확률을 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능 복잡도

요구 사항 구현의 복잡도를 나타냅니다.
계산된 값을 무시하는 대신 사용자 지정 값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
합니다. 가능한 값은 1-높음, 2-보통, 3-낮음입니다.
예: 요구 사항을 구현할 때 다른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
램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요구 사항이 매우 복잡하여 기능 복잡도에
높 음 을 할당합니다. 반대로, 다른 시스템과 통신하도록 만들기 위해 응
용 프로그램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요구 사항은 연관된 위험이 많
지 않으므로 기능 복잡도에 낮 음 을 할당합니다.

평가 결과 탭 - 테스트 정책 영역
이 영역에는 평가 요구 사항의 상위 분석 요구 사항에 마지막으로 수행한 분석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중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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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업

위험 평가 방법(294페이지)

참고 항목

위험 분석 탭(30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분석 요구 사항 기반

현재 요구 사항이 포함된 분석을 마지막으로 수행할 때 기준으로 적
용한 분석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 트리에서 분석 요구
사항으로 이동하려면 분석 요구 사항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계산된 테스트 수준

현재 요구 사항이 포함된 분석을 마지막으로 수행할 때 계산된 요구
사항 테스트 수준입니다.

계산된 테스트 시간

현재 요구 사항이 포함된 분석을 마지막으로 수행할 때 계산된 요구
사항 테스트 시간입니다.

예상 개발 시간(옵션)

요구 사항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상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 ALM
에서 하위 요구 사항의 예상 개발 시간의 합계로 분석 요구 사항 및
해당 하위 항목의 총 예상 개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 개
발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며 위험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분석 날짜

현재 요구 사항이 포함된 분석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날짜입니다.

다음 계산에 이 항목 사용

다음 계산에서 계산된 값을 무시하는 대신 사용자 지정 값을 사용합
니다.
테스트 수준 상자에서 다음 계산에 사용할 테스트 수준을 선택합니
다. 테스트 시간 상자에 다음 계산에 사용할 테스트 공수를 입력합니
다. 다음에 현재 요구 사항이 포함된 분석을 수행하면 계산된 값 대
신 이러한 값이 사용됩니다.

평가 질문 탭
이 탭에는 비즈니스 중요도, 실패 확률, 기능 복잡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조건 목록이 나열됩니
다.
관련 작업

위험 평가 방법(294페이지)

참고 항목

위험 분석 탭(30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비즈니스 중요도/실패 확
률/기능 복잡도 탭

각 탭에 각 범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조건이 나열됩니다.

조건

선택한 범주를 평가할 때 사용할 조건이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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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값

각 조건에 할당할 수 있는 값을 나열합니다.

조건 설명

선택한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계산된 비즈니스 중요도/
계산된 실패 확률/계산된
기능 복잡도

선택한 범주의 조건에 할당한 값에 따라 업데이트합니다.
참고: 조건 값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을 무시하고, 위험 분석을 수
행할 때 사용자 지정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탭의
평가 요약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사용을 선택합니다.

위험 분석 탭
이 탭에서는 테스트 정책 설정을 정의하고 분석 요구 사항과 여기에 속하는 평가 요구 사항에 대한 총
예상 테스트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중요 정보

l

l

l

l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분석 요구 사항
을 선택하고 위험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 모듈에서 분석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요구
사항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위
험 분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정책을 최종 결정할 분석 요구 사항 및 위험 분석에 포함할 분석 요구
사항에 속하는 모든 평가 요구 사항의 위험 및 기능 복잡도 범주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 평가 탭(29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트리를 필터링하여 위험 분석에 포함할 평가 요구 사항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위험 기반 품질 관리에 대해 각 요구 사항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
십시오.
기본적으로 사용할 테스트 정책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위험 기반 품질 관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
(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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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업

위험 평가 방법(294페이지)

참고 항목

위험 평가 탭(296페이지)
위험 기반 품질 관리 개요(294페이지)

위험 분석 - 주 영역
이 탭에서는 분석 요구 사항 및 그 아래의 평가 요구 사항에 대한 총 예상 테스트 시간을 계산할 수 있
습니다. 계산은 분석 상수 창에 정의된 테스트 정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 정보

l

l

이 주 영역에서 테스트 정책을 계산할 때 기본 테스트 공수 및 테스트 수준 값
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분석 상수 창에서 사용자 지정 값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주 영역에서 테스트 정책을 계산한 후 계산된 총 테스트 시간과 사용 가능
한 리소스를 비교합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현재 설정에 따른 요구 사항
을 테스트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분석 상수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 계산
을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분석 요구 사항에서 현재 필터와 일치하는 각 평가 요구 사항에
대해 테스트 수준 및 테스트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분석 요구 사항에서 정의한 평가 요구 사항의 위험 범
주, 테스트 수준, 테스트 시간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석 요구 사항에서 현재 필터와 일치하는 모든 평가 요구 사항
에 분석 결과를 전달합니다.

보고서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생성 대
화 상자(3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마지막 분석 날짜

위험 분석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날짜입니다.

필터

위험 분석에 포함된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필터링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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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범위

위험 분석에 포함된 요구 사항의 수입니다. 또한 평가된 요구 사
항, 평가가 누락된 요구 사항, 평가할 수 없는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 사항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평가 누
락 또는 평가할 수 없음을 클릭합니다. 결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
가 열리고 범주의 요구 사항 목록이 포함된 표가 표시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결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801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팁: 평가 누락 링크에는 범주를 정하지 않은 요구 사항 또
는 분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요구 사항이 표시됩니다.
범주를 할당해야 할 요구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분
석에 요구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려면 분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필요한 총 테스트 시간

현재 필터와 일치하고 위험 분석에 포함된 분석 요구 사항에 속
하는 모든 평가 요구 사항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총 계산 시간
을 표시합니다.

할당된 총 테스트 시간

위험 분석에 포함된 요구 사항을 테스트하도록 할당된 총 시간
입니다.

필요한 총 개발 시간

각 평가 요구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상 개발 시간(선택 사항)을
기준으로 분석 요구 사항에 속하는 모든 평가 요구 사항을 개발
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을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 수

각 위험 범주에 있는 분석 요구 사항의 하위 요구 사항 수를 표
시합니다.
분석에 포함된 요구 사항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그래프에서 세
그먼트를 클릭합니다. 결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가 열리고 범주
의 요구 사항 목록이 포함된 표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
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80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총 테스트 시간

각 위험 범주의 모든 요구 사항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총 계산
테스트 시간을 표시합니다.
분석에 포함된 요구 사항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그래프에서 세
그먼트를 클릭합니다. 결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가 열리고 범주
의 요구 사항 목록이 포함된 표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
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80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복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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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수 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표시/숨기기 - 분석 상수 창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위험 기반 품질 관리 상수 기본값 대화 상자를 열고 사용 중인 기본 상수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요구 사항에 사용되는 상수에 기본값을 할당합니다.

기능 복잡도 당 테스
트 시간(전체)

해당 기능 복잡도로 요구 사항을 전체적으로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
니다. 각 기능 복잡도 값에 예상 테스트 시간을 입력합니다.
예: 기능 복잡도가 높은 요구 사항은 요구 사항 구현 시 결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많은 테스트 시간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수준(전체 =
100%, 없음 = 0%)

요구 사항에 필요한 테스트 시간을 전체 테스트의 비율(%)로 정의합니다.
부분 및 기본 상자에 요구 사항의 부분 테스트와 기본 테스트에 필요한 테
스트 시간 기본값을 입력합니다. 전체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의 비율(%)로
입력합니다.
테스트 수준이 없음으로 설정된 요구 사항은 전혀 테스트되지 않으며 테스
트 공수는 0입니다.
예: 요구 사항의 전체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20시간이
고 부분 테스트를 전체 테스트의 75%로 정의할 경우 ALM에서 이 요구
사항의 부분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15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됩니
다.

테스트 정책(시간 단
위) 표

HP ALM (12.00)

각 위험 및 기능 복잡도 범주의 요구 사항을 테스트할 수준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수준을 정의하려면 표에서 셀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사용
할 수 있는 테스트 수준 중에서 테스트 수준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테
스트 수준은 전체, 부분, 기본, 없음입니다. 각 테스트 수준에서 요구 사항
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예상 시간이 정의한 테스트 공수 및 테스트 수준
을 기준으로 각 수준 옆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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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생성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분석 요구 사항 및 여기에 속하는 평가 요구 사항의 테스트 전략 분석에 대한 보
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중요 정보

l

l

l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분석 요구 사
항을 선택하고 위험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 모듈에서 분석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요
구 사항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가 열립니
다. 위험 분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우선 분석을 저장한 다음 분석 요구 사항에 속하는 모
든 평가 요구 사항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 분석 탭(300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컴퓨터에 Microsoft Word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
다.
분석 결과는 마지막으로 분석을 수행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나중에 요구 사항에 대해 위험 또는 기능 복잡도 범주를 수정하거나 테스트
정책을 수정하면 분석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위험 기반 품질 관리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위험 평가 방법(294페이지)

참고 항목

위험 분석 탭(300페이지)
위험 기반 품질 관리 개요(29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기본 위치

데이터를 내보낼 Microsoft Word 파일의 위치 및 이름입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위치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첨부 파일로 보고서
추가

분석 요구 사항에 보고서를 첨부 파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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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보고서에 요구 사항
목록 포함

보고서에 요구 사항 목록을 포함합니다.
보고서를 Microsoft Word 문서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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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개요

308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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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모듈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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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개요
ALM 버전: ALM 비즈니스 모델 모듈은 ALM Edition 및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 비즈니스 모델 모듈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품질 보증 관리, 요구 사항 정의를 더 긴밀하게 연결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해결하며, 비즈니스 프로
세스 모델을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에 통합합니다.
이러한 통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과 테스트 수명 주기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 사이에서 공
동 작업이 원활해지므로 비즈니스 사용자와 더 기술적인 부서에 근무하는 사용자 사이의 커뮤니케
이션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공동 작업을 통해 상위 수준 활동을 식별하여 더 뛰어난 비즈니스 결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QA 관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상위 수준 테스트 요구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ALM에 통합할 경우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ALM에 가져오고 요구 사
항과 테스트를 모델, 활동, 종단 간 비즈니스 흐름에 연결합니다. 테스트를 실행한 후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수준에서 품질 상태 보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표준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모델을 설
계한 다음 해당 모델을 ALM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파일 가져
오기(30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에서는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 이외에도 종단 간 비즈니스 흐름("경로")에 대해 품
질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경로(309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파일 가져오기
ALM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표준 BPMN 또는 EPC 모델링 도구를 사
용하여 모델을 만든 다음 파일로 내보내야 합니다.
ALM은 다음과 같은 모델 및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l

XPDL 2.0/2.1 파일로 내보낸 BPMN 1.1 모델

l

AML 파일(.xml 확장명)로 내보낸 EPC 7.1 모델

가져오기 프로세스 중 모델 및 활동 특성을 ALM 메모 또는 문자열 필드로 매핑해야 합니다. 그러면
ALM에서 특성 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ALM으로 모델을 가져오면 선택한 폴더에 각 모델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모델 전체
의 엔터티 및 각 모델의 활동에 대한 엔터티)가 만들어집니다.
참고: Metastorm ProVision을 사용하는 경우 독립 하위 프로세스 옵션을 사용하여 모델을 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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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합니다.
또한 모델 및 요구 사항 모듈의 각 활동에 대해 자동으로 대표 요구 사항이 만들어집니다.
l

l

비즈니스 모델 요구 사항 폴더에 모델의 대표 요구 사항이 만들어집니다.
활동 하위 폴더에 작업의 대표 요구 사항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모델에 동일한 활동이 포함된 경
우 활동을 대표하는 데 동일한 요구 사항이 사용됩니다.

대표 요구 사항에는 비즈니스 모델 요구 사항 유형이 할당됩니다.

모델 다시 가져오기
모델 제작 도구에서 모델을 변경할 경우 모델을 다시 가져와서 ALM의 모델에 변경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엔터티는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l

다시 가져온 모델에 추가된 활동은 ALM의 모델에 추가되고, 삭제된 활동은 삭제됩니다.
참고: 활동을 식별할 때는 작성 도구로 활동에 할당한 GUID를 기준으로 식별합니다. 다시 가
져온 활동의 GUID가 원래 활동과 다를 경우 별도 활동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l

다른 경로가 검색되면 ALM에서 경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른 경로가 검색되지 않으면
경로 엔터티에 새 경로를 할당하거나 경로 엔터티를 삭제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경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품질은 활동뿐만 아니라 모델 내 비즈니스 흐름 또는 경로를 기준으로 결
정됩니다. 경로는 모델에서 활동 간 전환의 종단 간 시퀀스입니다.
표준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만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는 경로 정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품질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므로 ALM에서는 가져온 모델에 경로를 정
의할 수 있습니다.
ALM은 모델에서 가능한 모든 종단 간 경로를 자동으로 분석하며 사용자가 테스트에 중요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일한 활동을 반복하는 재귀 경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로를 만들 때마다 모델의 대표 요구 사항의 하위인 경로 그룹 요구 사항 아래에 대표 요구 사항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
이 작업은 ALM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ALM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개요(30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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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동영상: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주 창에서 도움말 >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310페이지)

l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가져오기 또는 다시 가져오기(310페이지)

l

경로 만들기(311페이지)

l

요구 사항 및 테스트 개발(311페이지)

l

요구 사항 및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링크(311페이지)

l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품질 분석(312페이지)

l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보고서 생성(312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n

표준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파일로 내보냅니다.
ALM은 다음과 같은 모델 및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n

o

XPDL 2.0/2.1 파일로 내보낸 BPMN 1.1 모델

o

AML 파일(.xml 확장명)로 내보낸 EPC 7.1 모델

모델 및 활동 특성을 ALM 엔터티에 매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문자열 또는 메모 필드를 다음
엔터티에 추가합니다.
o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o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요소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2.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가져오기 또는 다시 가져오기
자세한 개념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파일 가져오기(30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 비즈니스 모델 모듈 열기 - ALM 사이드바의 요구 사항 아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합니
다. 보기 메뉴에서 모델 트리를 선택합니다.
b. 폴더 만들기 -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모델 루트 폴더를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다.
하위 폴더를 만들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폴더를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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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 열기 -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모델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328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d. 파일 및 모델 선택 -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가져올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이 분석
된 후 파일에서 가져올 모델을 선택합니다.
e. 모델 및 활동 특성을 ALM 필드에 매핑 -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특성 가져오기를 클
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사용자 필드로 가져온 특성 매핑 대화 상자(33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f. 가져오기 상태 추적 -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가져오기 상태를 추적합니다. 가져오기
가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여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3.

경로 만들기
자세한 개념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경로(3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보기 > 모델 트리를 선택합니다.
b. 새 경로 대화 상자 열기 -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경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모델 경로/모델 경로 세부 정보 대화
상자(3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 경로 선택 - 경로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스트에 중요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모델 다이어그램
에서 경로 상의 활동이 강조 표시되고 경로 설명 탭에 경로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4.

요구 사항 및 테스트 개발
ALM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품질을 결정하려면 모델의 모든 중요 측면이 포함된 요구
사항과 테스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LM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경로 및 가져오는 모델과 활동을 나타
내는 비즈니스 모델 요구 사항의 구조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a.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o

자세한 요구 사항 트리를 개발하고 테스트 적용 범위를 추가하는 기준으로 대표 요구 사
항을 사용합니다.

o

대표 요구 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기존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개발하여 나중에
관련 모델 엔터티에 수동으로 링크합니다.

b. 테스트 전략에 따라 요구 사항의 테스트 적용 범위를 만듭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요구 사항 사용 방법(2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요구 사항 및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링크
품질 분석에 포함할 요구 사항 및 테스트는 관련 모델 엔터티에 링크해야 합니다. 작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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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및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링크(3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품질 분석
모델 엔터티에서 테스트를 실행한 후 모델 엔터티의 품질을 분석하는 그래프를 만듭니다.
a. 모델 분석 보기 열기 -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보기 > 모델 분석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 세부 정보는 모델 분석 보기(31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 분석 루트에 대한 모델 엔터티 선택 -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o

모델 맵 탭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트리에서 해당 모델 노드가 강조 표시
됩니다.

o

비즈니스 모델 트리에서 모델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c. 품질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d. 깊이 드롭다운 목록에서 분석에 포함할 수준의 수를 선택합니다.
e. 요구 사항 전략에 따라 분석에 포함할 요구 사항(대표 또는 하위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f. 막대로 표현된 기록으로 드릴다운하려면 그래프 막대를 클릭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7.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보고서 생성
프로젝트 보고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를 포함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8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및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링크
다음 단계는 요구 사항과 테스트를 관련 모델 엔터티에 링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
(30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313페이지)

l

요구 사항 및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직접 링크(313페이지)

l

모델 엔터티를 테스트에 링크(313페이지)

l

모델 엔터티를 요구 사항에 링크(3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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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구성 요소
모델 링크를 만들 경우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l

l

l

l

대표 요구 사항에 속하는 요구 사항을 개발할 때는 이러한 요구 사항과 적용 테스트가 관련 모델
엔터티에 자동으로 링크됩니다.
요구 사항이 대표 요구 사항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요구 사항을 관련 모델 엔터티에 수동으로
링크해야 합니다.
링크된 요구 사항을 적용한 테스트는 동일한 모델 엔터티에 자동으로 링크됩니다. 다른 테스트도
모델 엔터티에 직접, 수동으로 링크할 수 있습니다.
대표 요구 사항은 모델 엔터티에 수동으로 링크할 수 없습니다.

요구 사항 및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직접 링크
1.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보기 > 모델 트리를 선택합니다.
2. 모델 엔터티를 선택하고 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링크 탭(334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 탭을 클릭합니다.
4. 각각 요구 사항 선택 또는 테스트 선택을 클릭합니다.
5. 요구 사항 트리/테스트 계획 트리 창에서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하고 링크로 추가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요구 사항 트리 및 테스트 계획
트리 창(33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6. 또는 모델 다이어그램에서 요구 사항 및 테스트를 엔터티로 끌어 모델 엔터티에 대한 링크를 만
듭니다.

모델 엔터티를 테스트에 링크
1. 테스트 계획 > 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을 클릭합
니다.
2. 오른쪽 창에 비즈니스 모델 트리를 표시하려면 링크로 추가

를 클릭합니다.

3. 모델 엔터티를 테스트에 링크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
(4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모델 엔터티를 요구 사항에 링크
1. 요구 사항 >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에서 요구 사항을 선택하고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을 클릭
합니다.
2. 오른쪽 창에 비즈니스 모델 트리를 표시하려면 링크로 추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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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엔터티를 요구 사항에 링크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
(4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 모듈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모듈 창

314

모델 분석 보기

317

비즈니스 모델 모듈 메뉴 및 버튼

321

비즈니스 모델 모듈 아이콘

325

비즈니스 모델 모듈 필드

327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

328

사용자 필드로 가져온 특성 매핑 대화 상자

330

모델 세부 정보/모델 활동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31

새 모델 경로/모델 경로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32

링크 탭

334

요구 사항 트리 및 테스트 계획 트리 창

337

표시된 항목 탭

338

비즈니스 모델 모듈 창
이 창에서는 ALM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정의 및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요구 사항 아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는 다음과 같은 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l

모델 트리 -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및 요소를 계층 구조 트리로 표시합니
다.
모델 표 - 모델, 활동 또는 경로의 일반 목록을 표시합니다.
모델 분석 - 모델의 테스트 적용 범위 및 품질의 분석을 표시합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모델 분석 보기(31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자세히 보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개요(308페이지)
비즈니스 모델 모듈 필드(327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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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비즈니스 모델 모듈
공통 UI 요소>

설명
비즈니스 모델 필드 - 필드 정의는 비즈니스 모델 모듈 필드(327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l

비즈니스 모델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비즈니스
모델 모듈 메뉴 및 버튼(32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l

비즈니스 모델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비즈니스 모델 모듈 아
이콘(32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l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l

모델 다이어그램 및 다이어그램 개요를 숨기거나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모델 트리 보기
<비즈니스 모델 트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활동, 경로의 계층 구조 표현. 활동과 경로는 해
당 모델의 하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트리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위치는 모델 간 연결 관계
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델 간 연결 관계는 모델 분석 보기에 표시됩
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모델 분석 보기(31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다이어그램 창>

현재 선택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다이어그램이 창의 오른쪽 위에
표시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트리에서 선택하는 활동 또는 경로가 다이어
그램에서 강조 표시됩니다.
팁: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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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축소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사용합
니다. 또는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 또는 - 키를 눌러 확대/축
소합니다.
다이어그램에서 활동을 선택하면 주 창에 활동의 세부 정보가 표
시됩니다.
활동을 두 번 클릭하면 세부 정보가 별도 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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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개요>

현재 선택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축소된 다이어그램이 창의 왼쪽
아래에 표시됩니다. 개요의 모델에서 프레임이 표시된 영역은 다이어그
램 창에 확대 표시됩니다.
팁:
l

l

개요에서 영역을 선택하면 선택한 영역이 다이어그램 창에 자세
히 표시됩니다.
다이어그램 창에서 모델의 포커스를 변경하려면 프레임을 끌거
나 크기를 조정합니다.

<필터 상태 표시줄>

트리 또는 표에 현재 적용된 필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필터 상자 또는
트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표 필터>

각각의 열 이름 아래에 표 필터 상자를 표시하고 열에 대한 필터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자를 클릭하여 찾아보기 버튼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
보는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모델 표 보기

활동

여러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듈의 활동 목록을 표시합니다.
팁: 활동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듈별로 그룹화하려면 소유자 모델
별로 그룹화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모델 표 보기

첨부 파일

현재 선택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활동 또는 경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석

현재 선택된 모델 엔터티에 대한 주석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설명

현재 선택된 모델 엔터티에 대해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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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소유자 모델별로 그룹
화

활동 또는 경로와 결합하여 선택할 경우 활동 또는 경로가 정의된 모델에
따라 그룹화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활동 또는 경로가 일반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 모델 표 보기

기록 내역

현재 선택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변경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가져온 특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또는 활동과 관련된 필드 레이블 및 값을 모델 제
작 도구에 정의된 대로 나열합니다.
참고: 이 탭은 읽기 전용입니다.

링크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활동 또는 경로에 링크된 엔터티를 나열하는 요
구 사항 및 테스트 탭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탭(334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모델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모델 표 보기

경로

여러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듈의 경로 목록을 표시합니다.
팁: 활동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듈별로 그룹화하려면 소유자 모델
별로 그룹화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모델 표 보기

텍스트

활동 엔터티에 표시된 텍스트입니다.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사용 가능: 모델 활동

모델 분석 보기
이 보기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활동, 경로의 품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보기 > 모델 분석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n

모델 맵 탭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트리에서 해당 모델 엔
터티가 강조 표시됩니다.

n

비즈니스 모델 트리에서 모델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3. 품질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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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모델 분석 보기에는 다음 탭이 있습니다.
l

모델 맵 - ALM으로 가져온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간 관계를 표시합니다.

l

품질 분석 -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의 품질을 분석합니다.

관련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자세히 보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개요(308페이지)

모델 맵 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팁: 모델을 두 번 클릭하면 세부 정보가 별도 창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 세부 정보는 모델 세부 정보/모델 활동 세부 정보 대화 상자(331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화살표가 가리키는 모델이 반대쪽 모델의 하위 프로세스 임을 나타냅니다.
선 한쪽의 모델과 다른 쪽의 모델이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양방향 링크

<맵 영역>

ALM으로 가져온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과 모델 간 계층 구조 연결을 표시
합니다.
맵 영역에서 분석할 모델을 선택한 다음 품질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팁: 맵 이미지를 확대/축소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사
용합니다.

품질 분석 탭 도구 모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깊이

루트 엔터티부터 엔터티 창에 표시되는 계층 구조 수준의 수를 정의합니
다. 분석 그래프에서 엔터티 창에 표시된 엔터티가 분석됩니다.
독립 실행형 엔터티 - 루트 엔터티만 표시합니다.
1개의 중첩된 수준 - 루트 엔터티와 현재 엔터티에서 한 수준 아래의 엔터
티를 표시합니다.
모든 중첩된 수준 - 루트 엔터티 및 루트 엔터티 아래 모든 수준에 있는 모
든 엔터티를 표시 및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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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요구 사항 하위 항목
포함

ALM에서는 엔터티 창의 모델 엔터티에 링크된 요구 사항의 모든 하위 요
구 사항을 분석에 포함합니다.

대표 요구 사항 포함

ALM에서는 엔터티 창의 모델 엔터티에 링크된 대표 요구 사항을 분석에
포함합니다.
팁: 테스트에 대표 요구 사항이 링크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분석 그래프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포함합니다.

품질 분석 탭 엔터티 창
이 창에는 그래프 창에서 분석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엔터티 창>

그래프 창에서 분석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활동, 경로와 그 사이의 계층
구조 연결을 표시합니다.
참고:
l

l

표시되는 계층 구조의 수는 깊이 필드의 값으로 결정합니다.
둘 이상의 모델 또는 경로에 포함된 활동은 엔터티 창에 한 번만 표시됩
니다.

팁:
l

엔터티 창에 표시된 루트 엔터티를 변경하려면 모델 맵 탭에서 모델을
선택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트리에서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l

확대/축소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사용합니다.

l

엔터티 세부 정보를 표시하려면 엔터티를 두 번 클릭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입니다.

경로 엔터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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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활동 엔터티입니다.

품질 분석 탭 그래프 창
이 창에는 엔터티 창에 표시된 엔터티의 품질을 분석하는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그래프 제목>

그래프의 제목과 모양을 변경하려면 그래프 제목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 세부 정보는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8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그래프

엔터티 창에 표시된 모델 엔터티에 링크된 요구 사항의 적용 범위 상태를 표
시합니다.
참고: 그래프에 포함되는 요구 사항의 범위는 요구 사항 하위 항목 포함
및 대표 요구 사항 포함 옵션에 따라 결정됩니다.

테스트 그래프

엔터티 창에 표시된 모델 엔터티에 링크된 테스트의 실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참고: 테스트 그래프에는 요구 사항 그래프에 포함된 요구 사항에 링크된
테스트와 엔터티 창에 표시된 엔터티에 직접 링크된 테스트가 포함됩니
다.

<범례>

그래프 범주와 해당 색을 표시합니다.
팁: 범주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색을 변경합니다.

결함 그래프

엔터티 창에 표시된 모델 엔터티에 링크된 결함의 심각도를 표시합니다.
참고: 결함 그래프에는 요구 사항 그래프의 요구 사항 및 테스트 그래프
의 테스트에 링크된 결함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생성

그래프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새로 고친 날짜 및 시간입니다. 데이터를 새로
고치려면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래프를 전체 화면으로 보기 - 그래프를 새 창에서 열고 최대 크기로 표시합
니다. 새 창에서 그래프를 사용자 지정하고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보기 탭 - 그래프/그래프 창(782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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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그래프 영역>

그래프 영역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l

l

그래프에서 세그먼트를 클릭하여 그래프의 데이터로 드릴다운합니다. 작
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색을 변경하려면 그래프에서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영역의 범주, X축 및 Y축 값이 포함된 도구 설명을 보려면 막대에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사이드바의 요구 사항 아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합니다.
l

l

l

일부 모델 보기에서는 일부 메뉴 명령과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팁: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ALT 바로 가기 키를 눌러 메뉴 모음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버전 제어: 추가 메뉴 명령 및 버튼은 버전 제어 사용 프로젝트에서 사용 가
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전 메뉴 및 버튼(12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자세히 보기

비즈니스 모델 모듈 아이콘(325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메뉴

설명

URL 복사/붙여넣기

편집

모델 엔터티 또는 폴더를 복사하여 해당 URL을
링크로 붙여넣습니다. 항목 자체는 복사되지 않
습니다. 대신 전자 메일 또는 문서와 같은 다른 위
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
하면 ALM이 열리고 해당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아직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면 ALM에서 먼저 로
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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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잘라내기/붙여넣기

편집

트리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또는 폴더를 다
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활동 및 경로가 모델과 함
께 이동합니다.
팁: 트리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또는
폴더를 끌어서 새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
다.

편집
삭제

선택한 모델 엔터티 또는 폴더를 삭제합니다. 루
트 폴더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폴더를 삭제하면 그 안에 포함된 항목
도 모두 삭제됩니다.

세부 정보

모델

선택한 모델 엔터티의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
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델 세부 정보/모델 활동 세
부 정보 대화 상자(3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모두 확장/축소

보기

선택한 폴더 아래의 노드를 모두 확장/축소합니
다.

보기

비즈니스 모델 트리 또는 표에 있는 모델을 필터
링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 아래에 현재
적용된 필터 또는 정렬 순서가 표시됩니다. 자세
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찾기

편집

찾기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더 아래에서 모
델 엔터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대화 상자(8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창에 개요 맞추기

오른쪽 클릭 메뉴

개요 창에서 전체 모델을 볼 수 있도록 다이어그
램 개요의 확대 수준을 조정합니다.

창에 맞추기

오른쪽 클릭 메뉴

다이어그램 창에서 전체 모델을 볼 수 있도록 모
델 다이어그램의 확대 수준을 조정합니다.

편집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모델
엔터티의 추가 작업 플래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
(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모델

모델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모델 ID를 사용하
여 특정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필터에 있
는 모델로만 이동 가능합니다.

필터/정렬

추가 작업 플래그

모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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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대표 요구 사항으로 이
동

모델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트리가 열리고 선
택한 모델 엔터티의 대표 요구 사항이 강조 표시
됩니다.

요구 사항 트리의 요구
사항으로 이동

오른쪽 클릭 메뉴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트리가 열리고 선
택한 요구 사항이 강조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 링크 탭 > 요구 사항 탭

하위 모델로 이동

오른쪽 클릭 메뉴

비즈니스 모델 트리에서 선택한 활동으로 표시한
하위 모델을 탐색합니다.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
로 이동

오른쪽 클릭 메뉴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집합에 있는 테스트의
인스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테스트의 인스턴스가 하나인 경우 테스트
랩 모듈이 열리고 해당 인스턴스가 강조 표시됩니
다.
선택한 테스트의 인스턴스가 둘 이상인 경우는 테
스트 집합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테스
트 집합과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링크 탭 > 테스트 탭

테스트 트리의 테스트
로 이동

오른쪽 클릭 메뉴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 계획 트리가 열리고
선택한 테스트가 강조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 링크 탭 > 테스트 탭

모델
모델 가져오기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를 열고 원본 파일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가져오거나 다시 가져
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
(3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모델 트리 보기

표시기 열

보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창의 왼쪽에 표시기가 표
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모듈 아
이콘(32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모델 분석

보기

모델 분석 보기를 표시하고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
세스 모델의 품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델 분석 보기(317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모델 표

보기

모델 표 보기를 표시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
델, 활동 또는 경로를 계층 구조가 아닌 일반 보기
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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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모델 트리

보기

모델 트리 보기를 표시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
델과 요소를 트리에서 계층 구조로 보고 선택한
모델의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

새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비즈니스 모델 트리에
서 선택한 폴더 아래에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
다.

새 폴더

구문 예외: 폴더 이름에 \ ^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모델 트리 보기
모델
새 경로

새 비즈니스 모델 경로 대화 상자를 열고 모델의
활동 간 전환 시퀀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새 모델 경로/모델 경로 세부 정보 대화
상자(3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모델 트리 보기

보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보기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오른쪽 클릭 메뉴

연결 표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를 제
거합니다.

새로 고침
링크에서 제거

사용 가능: 링크 탭 > 테스트 및 요구 사항 탭
이름 바꾸기

편집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폴더의 이름을 바
꿀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모델 트리 보기

모두 선택

편집

표에 표시된 모든 기록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모델 표 보기 및 링크 탭 > 테스트 및
요구 사항 탭

열 선택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비즈니스 모델 표에 표
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모델 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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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요구 사항 선택/테스
트 선택

오른쪽 클릭 메뉴

다음 탭이 표시된 패널을 엽니다.
l

요구 사항 트리

l

테스트 계획 트리

패널에서 요구 사항과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링
크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로 보내기

모델

전자 메일로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서
선택한 수신자에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전
자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전체 경로 표시

오른쪽 클릭 메뉴

링크된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의 전체 경로를 표
시합니다. 링크된 요구 사항의 이름 열과 링크된
테스트의 테스트 이름 열에 경로가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 링크 탭 > 테스트 및 요구 사항 탭

편집
텍스트 검색

비즈니스 모델 모듈 창 하단에 텍스트 검색 창을
열고 사전 정의된 필드에서 기록을 검색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검색 창(84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모델 엔터티

확대

오른쪽 클릭 메뉴

모델 다이어그램을 확대합니다.

개요 확대

오른쪽 클릭 메뉴

다이어그램 개요를 확대합니다.

축소

오른쪽 클릭 메뉴

모델 다이어그램을 축소합니다.

개요 축소

오른쪽 클릭 메뉴

다이어그램 개요를 축소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모듈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요구 사항 아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자세히 보기

비즈니스 모델 모듈 메뉴 및 버튼(321페이지)
비즈니스 모델 모듈 창(314페이지)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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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녹색 별표> - 해당 탭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위 모델로 확장되는 활동
경보 - 모델 엔터티에 대한 경보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l

빨간색 경보 - 새 경보를 나타냅니다.

l

회색 경보 - 이미 읽은 경보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 모델 엔터티에 대한 첨부 파일을 보려면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하여 첨부 파일을 엽니다. 첨부 파일이 열 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
가 첨부 파일 링크를 클릭하면 첨부 파일 페이지에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활동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폴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경로
추가 작업 플래그 - 모델 엔터티에 대한 추가 작업 플래그를 보려면 클릭합니
다.
l

회색 플래그 - 새로운 추가 작업 플래그를 나타냅니다.

l

빨간색 플래그 - 추가 작업 날짜에 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시 가져온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가능: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
확인되지 않은 경로
버전 제어 - 모델 엔터티가 체크 아웃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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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녹색 자물쇠 - 현재 사용자가 모델 엔터티를 체크 아웃한 상태

l

빨간색 자물쇠 - 다른 사용자가 모델 엔터티를 체크 아웃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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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모듈 필드
이 섹션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모듈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사이드바의 요구 사항 아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합니다.
l

l

l

l

l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의 레이블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목록을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
십시오.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필드와 값을 제한하
고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이름 값(사용자 정의 필드 포함)이 포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열을 선택하면 ALM에 각 사용자의 이름 및 전체 이름이 포함된 목록이 표
시됩니다. 사용자를 검색하고, 정렬하고, 사용자 그룹으로 그룹화하고, 사
용자 목록 또는 그룹 트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목록 대화 상자(8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버전 제어: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추가 필드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전 제어 필드(1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보기에서는 일부 필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자세히 보기

비즈니스 모델 모듈 창(31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활동 ID/폴더 ID/
경로 ID/모델 ID

엔터티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된 고유 숫자 ID입니다. ID 필드는 수정할 수 없
습니다.

주석

엔터티에 대한 주석입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만든 사람

모델/활동: 엔터티를 처음으로 가져온 사용자입니다.
경로: 경로를 만든 사용자입니다.

만든 날짜

모델/활동: 엔터티를 처음으로 가져온 날짜 및 시간입니다.
경로: 경로를 처음으로 만든 날짜 및 시간입니다.

HP ALM (12.00)

327/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8장: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UI 요소

설명

설명

엔터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GUID

모델을 식별하는 고유 코드입니다. 다시 가져올 경우 코드로 모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참조 요소의 GUID

활동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참조할 경우 모델을 식별하는 고유 코드입
니다.

가져온 날짜

엔터티를 마지막으로 가져온 날짜 및 시간입니다.

가져온 사용자

엔터티를 마지막으로 가져온 사용자입니다.

가져온 파일 이름

모델을 마지막으로 가져온 원본 파일의 이름입니다.

레인

모델 내 활동의 위치입니다.

모델 작성자

모델 제작 도구로 모델을 만든 사용자입니다.

이름

엔터티 이름입니다.

표기법

원본 파일에 모델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 표기법입니다. 가능한 값은 EPC 또
는 BPMN입니다.

표기법 버전

원본 파일에 모델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 표기법의 버전(EPC 또는 BPMN)입
니다.

경로 설명

경로에 포함된 활동의 목록입니다.

풀

모델 내 활동의 위치입니다.

우선 순위

엔터티의 우선 순위입니다.

프로토타입

가능한 값은 As-Is 또는 To-Be입니다.

상태

엔터티의 상태입니다.

텍스트

모델링 도구에 정의된 대로 활동 다이어그램에 표시되는 텍스트입니다.

유형

활동 유형입니다.

벤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모델링 도구입니다.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원본 파일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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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모듈의 모델 트리 보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폴더를 선
택하고 모델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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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가져온 모델과 활동의 이름에 포함된 문자 중 ALM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자
(예: \ ^ *)는 밑줄로 바뀝니다.

관련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자세히 보기

비즈니스 모델 모듈 창(31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원본 파일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가져온 원본 파일
팁: 폴더에서 파일을 찾으려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본 파일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검색합니다. 이 파일의 모델
이 파일 컨텐츠 영역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필드로 가져온 특성 매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 세부 정보는 사용자 필드로 가져온 특성 매핑 대화 상자(330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가져올 모델 선택

원본 파일에 포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표시합니다.
ARIS 표기법으로 파일을 선택한 경우 구조적 모델이 계층 구조로 표시
됩니다.

대상

가져온 모델을 추가할 비즈니스 모델 트리의 폴더입니다.
참고:
l

루트 모델 폴더 아래에는 모델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l

다시 가져온 모델은 원래 폴더에 유지됩니다.

팁: 비즈니스 모델 트리에서 폴더를 선택하려면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표 요구 사항 정의에 대한 옵션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가져올 모델 선택 창에서 선택한 모델을 가져옵니다.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열리고 파일 가져오기의 진행률과 상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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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요구 사항 이름 바꾸기

ALM에서는 다시 가져온 모델의 대표 요구 사항의 이름을 바꿉니다. 비
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및 해당 활동에 지정된 새 이름에 따라 요구 사항
의 이름이 바뀝니다.
세부 정보 창을 확장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대상

가져온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대표 요구 사항이 추가된 요구 사항
트리의 폴더입니다.
참고:
l

요구 사항 루트 폴더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l

다시 가져온 모델의 대표 요구 사항은 원래 폴더에 유지됩니다.

팁: 요구 사항 트리에서 폴더를 선택하려면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합니다.
세부 정보 창을 확장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필드로 가져온 특성 매핑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모델 및 활동 특성을 ALM 필드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모델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가져올 파일을 선택하고 특성 매핑을 클릭합니
다.
l

l

l

특성 매핑을 사용하려면 문자열 또는 메모 필드를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요소 엔터티에 추가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 필
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필드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가져온 특성이 적절한 표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선택한 모델에 이전에 매핑된 특성이 포함된 경우 기존 매핑이 표시됩니다.

관련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자세히 보기

비즈니스 모델 모듈 창(314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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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18장: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델 특성 매핑

가져온 모델 특성과 이 특성을 매핑할 ALM 필드를 표시합니다.
참고: 매핑된 특성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매핑되지 않은 특성만 표시 옵션
을 전환합니다.

활동 특성 매핑

가져온 활동 특성과 이 특성을 매핑할 ALM 필드를 표시합니다.
참고: 매핑된 특성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매핑되지 않은 특성만 표시 옵션
을 전환합니다.

가져온 특성

원본 파일에서 가져온 모델 또는 활동 특성을 나열합니다.

사용자 필드

해당 특성에 매핑된 사용자 정의 필드를 나열합니다.
참고:
l

l

매핑되지 않은
특성만 표시

드롭다운 목록에는 선택한 모델의 특성에 매핑되지 않은 사용자 필드만
포함됩니다.
사용자 필드가 가져온 모델의 특성에 매핑된 경우 선택한 모델의 다른
특성에 다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매핑이 다시 정의됩니다.

ALM 필드에 매핑되지 않은 특성만 숨길 수 있습니다.

모델 세부 정보/모델 활동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모델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세부 정보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모델 활동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활동의 세부 정보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또는 활동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자세히 보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개요(308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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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전자 메일로 보내기 - 전자 메일로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서 선택한
수신자에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전자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모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모
듈 필드>
델 모듈 필드(32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세부 정보

선택한 비즈니스 엔터티에 관련된 필드를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
스 모델 모듈 필드(32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모델 다이어그램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세부 정보 대화 상자 현재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다이어그램을 표시합니다.
모델 활동 세부 정보 대화 상자: 현재 활동이 포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의 다이어그램을 표시합니다. 모델 다이어그램에서 현재 활동이 강조 표시됩
니다.
팁: 다이어그램에서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확대/축
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가져온 특성

비즈니스 엔터티와 관련된 필드 레이블과 값을 모델링 도구에 정의된 대로 나
열합니다.

첨부 파일

현재 선택된 모델 엔터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링크

비즈니스 엔터티에 링크된 엔터티를 나열하는 요구 사항 및 테스트 탭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탭(33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현재 선택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변경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새 모델 경로/모델 경로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새 모델 경로 대화 상자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활동 간 전환 경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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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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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경로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경로의 세부 정보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새 모델 경로 대화 상자:
1.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모델 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경로를
선택합니다.
모델 경로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경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세부 정보
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l

l

비즈니스 모델 트리에서 경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하위 엔터티로
생성됩니다.
동일한 활동을 반복하는 재귀 경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련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자세히 보기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경로(30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
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비즈니스 모델 모듈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필드>
모델 모듈 필드(32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세부 정보

선택한 경로에 관련된 필드를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모듈 필드(32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현재 선택된 경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링크

경로에 링크된 엔터티를 나열하는 요구 사항 및 테스트 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사용 가능: 모델 경로 세부 정보 대화 상자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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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경로

새 비즈니스 모델 경로 대화 상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서 가능한 종
단 간 경로의 드롭다운 목록. 테스트에 중요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경로 세부 정보 대화 상자: 현재 종단 간 경로의 표기법. 경
로의 활동이 숫자로 표현됩니다.
참고: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경로를 선택
합니다.

팁: 경로에 대한 전체 설명(경로에 있는 활동의 전체 이름 포함)을 보
려면 경로 설명 탭을 클릭합니다.
<모델 다이어그램>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다이어그램입니다. 경로 드롭다운 목록에서 경
로를 선택하면 경로의 활동 및 노드가 강조 표시됩니다.

설명

현재 선택된 경로에 대해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주석

현재 선택된 경로에 대한 주석입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경로 설명

경로에 대한 전체 설명(경로에 있는 활동의 전체 이름 포함)입니다.

링크 탭
이 탭에서는 요구 사항과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를 선택하고 링크 탭 또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대표 요구 사항을 테스트로 변환하면 요구 사항 링크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
다. 따라서 요구 사항 링크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링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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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다음 탭이 표시된 패널을 엽니다.
l

요구 사항 트리

l

테스트 계획 트리

패널에서 요구 사항과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트리 및 테스트 계획 트리 창(337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링크에서 제거 - 연결 표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제거합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연결 표를 새로 고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연결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복사/붙여넣기 - 링크된 요구 사항을 다른 모델 엔터티로 복사합니다. 복사
한 요구 사항을 붙여 넣으려면 모델 엔터티를 선택하고 링크 > 요구 사항 탭
을 클릭한 다음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연결 표>

필드 정의는 요구 사항 모듈 필드(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다음 탭이 표시된 패널을 엽니다.
l

요구 사항 트리

l

테스트 계획 트리

패널에서 요구 사항과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트리 및 테스트 계획 트리 창(337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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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18장: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UI 요소

설명
링크에서 제거 - 연결 표에서 선택한 테스트를 제거합니다.
참고: 요구 사항을 적용한 테스트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연결 표를 새로 고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연결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복사/붙여넣기 - 링크된 테스트를 다른 모델 엔터티로 복사합니다. 복사
한 테스트를 붙여 넣으려면 모델 엔터티를 선택하고 링크 > 테스트 탭을
클릭한 다음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필터/정렬 설정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필터/정렬 설정 - 테스트를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는 필터 대화 상자
를 엽니다.
필터/정렬 지우기 - 적용한 모든 필터 또는 정렬을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에 표시된 링크된 테스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l

l

l

직접 적용 범위 - 모델 엔터티 또는 대표 요구 사항에 직접 링크된 테스
트를 표시합니다. 이 옵션은 항상 선택되어 있습니다.
링크된 요구 사항 적용 범위 - 모델 엔터티에 링크된 요구 사항에 링크
된 테스트를 표시합니다.
하위 요구 사항 적용 범위 - 모델 엔터티에 링크된 요구 사항의 하위 요
구 사항에 링크된 테스트를 표시합니다.

연결 표에 테스트가 포함된 테스트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폴더 선택 대화 상자에서 테스트 집합이 생성된 테스트 집합
트리의 폴더를 선택합니다.
<연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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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정의는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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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18장: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요구 사항 트리 및 테스트 계획 트리 창
이 창에서는 요구 사항과 테스트를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활동 또는 경로를 선택하고 링크 탭 또는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 탭을 클릭합니다.
3. 요구 사항 선택 또는 테스트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비즈니스 모델 모듈 창의 모델 다이어그램에서 요구 사항과 테스트를 엔터티
로 끌어 놓아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링크로 추가 - 선택한 요구 사항, 테스트 또는 폴더를 연결 표에 추가합니다.
팁: 또는 모델 다이어그램에서 요구 사항 및 테스트를 엔터티로 직접 끌
어 모델 엔터티에 대한 링크를 만듭니다.
엔터티 세부 정보 표시 - 선택한 엔터티에 대한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읽기
전용 모드로 엽니다.
모듈 트리의 엔터티로 이동 - 해당 엔터티 모듈에서 선택한 엔터티의 위치로
이동하고 엔터티를 강조 표시합니다.
새로 고침 - 트리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찾기 - 트리에서 특정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를 검색합니다.
찾기 상자에서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의 이름(또는 이름의 일부)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합니다. 검색에 성공하면 트리에서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가 강조
표시됩니다.
필터/정렬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필터/정렬 설정 - 테스트를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는 필터 대화 상자를
엽니다.
필터/정렬 지우기 - 적용한 모든 필터 또는 정렬을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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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18장: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UI 요소

설명
ID를 사용하여 요구 사항(으)로 이동 - 요구 사항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요구 사항 ID를 사용하여 특정 요구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ID를 사용하여 테스트로 이동 - 테스트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ID를
사용하여 특정 테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필터에 있는 요구 사항 및 테스트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트리 및 테스트 계획 트리 창을 숨깁니다.

표시된 항목 탭
이 탭에는 선택된 요구 사항이 나타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가 나열됩니다.
액세스 방법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를 열고 비즈니스 모델 요구 사항을
선택한 다음 표시된 항목 탭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250페이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사용 방법(309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새로 고침 - 표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요구 사항 트리 또는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
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 엔
터티 표>

표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비즈니스 모델 트리의 표시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
델 엔터티로 이동합니다.
필드 정의는 비즈니스 모델 모듈 필드(32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338/860 페이지

4부: 클라우드 설정
ALM을 사용하여 성능 테스트에 사용할 클라우드 호스트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LM에 클라
우드 계정을 추가하고, 호스트 템플릿을 만들며, 호스트를 프로비저닝하는 작업이 여기에 포함됩니
다.
이 안내서는 클라우드 설정에 대한 기본 개요만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우드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모듈이 있습니다.
l

l

클라우드 계정
클라우드 계정을 ALM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ALM에 계정을 추가하려면 클라우드 공급자에 대한
기존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템플릿
클라우드 호스트 프로비저닝에 사용할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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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부: 클라우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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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랩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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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랩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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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랩 리소스 소개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랩 리소스 개요

344

ALM에서 랩 리소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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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리소스 개요
HP ALM 랩 관리에서는 서버 측 기능 및 성능 테스트에 사용하는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LM
의 랩 리소스 모듈을 사용하여 테스트 리소스를 보고 관리하거나 배포 스키마를 자동화합니다.

ALM 버전: 랩 리소스 모듈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랩 리소스 사용 방법(3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랩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 작업의 대부분은 랩 관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에 할당한 리소스만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랩 관리 및 랩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랩 리소스 사용 방법
ALM에서 프로젝트에 할당된 랩 리소스를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l

테스트 호스트 모듈을 사용하여 테스트 호스트를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 테스트 호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호스트 개요(346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모듈을 사용하여 AUT 호스트에 사용되는 환경 매개 변수를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CDA 서버에 연결된 환경(HP Continuous Delivery Automation)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 구성을
CDA에 링크하여 배포 스키마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사용 방법(34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랩 리소스 모듈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랩 리소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ALM의 랩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랩 리소스 개요(3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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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테스트 호스트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호스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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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테스트 호스트

테스트 호스트 개요
ALM의 테스트 호스트 모듈에서는 테스트 호스트의 속성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호스
트 풀의 테스트 호스트가 테스트 호스트 모듈 표에 표시됩니다.
ALM 버전: 테스트 호스트 모듈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
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서버 측 기능 및 성능 테스트에 테스트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콘솔에서 테스트를 시
작하는 대신, ALM 서버에서 테스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서버 측 실행은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집합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테스트 호스트에 위치, 목적, 특성이 할당됩니다. 테스트 호스트는 테스트 랩에 둘 수도 있고 필요
에 따라 클라우드에 프로비저닝할 수도 있습니다.
공용 테스트 호스트는 랩 관리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테스트 호스트를 호스트 풀에 배치하고
프로젝트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ALM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 테스트 호스트를 만들 수 있습
니다. ALM에서 만드는 개인 호스트는 랩 관리의 프로젝트 호스트 풀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ALM에 테스트 호스트를 추가하려면 우선 테스트 호스트 모듈에서 호스트를 만든 다음 HP ALM Lab
Service를 사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HP ALM Lab Service의 개요는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호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및 호스트 풀 생성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
하십시오.
성능 테스트를 위한 클라우드 호스트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ALM에서의 기능 테스트 집합 실행을 위해 원격 테스트 호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9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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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AUT 환경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UT 환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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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 환경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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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 환경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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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AUT 환경

AUT 환경 개요
AUT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테스트에 사용하는 환경 데이터를 매개 변수화하여 랩 관리 테스트를 더
욱 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AUT 환경은 AUT 환경 매개 변수 집합의 컨테이너입니다. 각 AUT 환경 매개 변수에 기본값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AUT 환경 안에서 AUT 환경 구성 집합을 만듭니다. 각 AUT 환경 구성에는 AUT 환경 매개 변수 집합
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지만 다른 AUT 환경 매개
변수가 필요한 다양한 테스트를 정의 및 실행하는 대신, 런타임 시 ALM이 테스트에 삽입하는 특정
AUT 환경 구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환경을 배포하고 테스트를 실행하면 AUT
환경 구성에 정의한 매개 변수 값이 사용됩니다.
ALM 버전: AUT 환경 모듈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환경 매개 변수 값을 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AUT 환경 구성을 CDA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A에 AUT 환경 링크(34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구성은 ALM의 Continuous Delivery 솔루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
된 종단 간 배포 및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르
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AUT 환경 구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ALM에서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테스트(5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AUT 환경 구성 구현은 현재 Performance Center Test, Service Test, UFT GUI 및 API
테스트 및 VAPI-XP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CDA에 AUT 환경 링크
프로젝트를 HP CDA(Continuous Delivery Automation)에 링크하면 테스트 환경을 동적으로 프로
비저닝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랩 관리를 사용하여 ALM에서 CDA 서버를 구성합니다.
참고: 랩 관리에서 CDA 서버를 설정하는 방법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
십시오.

ALM 버전: AUT 환경 모듈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동적 프로비저닝 및 배포를 활용하려면 우선 AUT 환경 구성을 CDA에 링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를 실행할 때 특정 환경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대신 링크된 AUT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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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구성을 구현합니다. 그러면 CDA가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리소스의 사용 가능 집합을 자동으로 할
당합니다. CDA에 링크된 AUT 환경 구성을 사용할 경우 여러 환경 매개 변수 값을 추적할 필요가 없
으며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환경 리소스의 가용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업 정보는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사용 방법
이 작업은 AUT 환경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ALM 버전: AUT 환경 모듈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l

필수 구성 요소(349페이지)

l

AUT 환경 만들기(349페이지)

l

AUT 환경 구성을 CDA에 링크(선택 사항) (350페이지)

l

AUT 환경을 사용하여 테스트 실행(350페이지)

l

배포 및 프로비저닝 옵션 선택(CDA만 해당)(351페이지)

1.

2.

필수 구성 요소
n

어떤 AUT 환경을 구성해야 하는가?

n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것인가?

n

각 응용 프로그램에 몇 가지 환경을 구현할 것인가?

n

각 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각 환경에서 특정 URL, 사용자 이
름,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인가?

AUT 환경 만들기
a. AUT 환경 모듈 열기 -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AUT 환경을 선택합니다.
b. 폴더 만들기 - 루트 AUT 환경 폴더 또는 하위 폴더를 선택하고 새 AUT 환경 폴더 버튼을 클
릭합니다.
c. 폴더에 AUT 환경 추가 - 폴더를 선택하고 새 AUT 환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해야 하
는 각 응용 프로그램에 AUT 환경을 추가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AUT 환경 대화 상자(35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 AUT 매개 변수 추가 - AUT 환경을 선택하고 오른쪽 창에서 새 AUT 매개 변수 버튼을 클릭
합니다. 테스트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 환경 매개 변수에 매개 변수를 추가합니다.
새 AUT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매개 변수 이름과 값을 입력합니다. AUT 매개 변수 대화 상자

HP ALM (12.00)

34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1장: AUT 환경

에 입력하는 값이 선택한 AUT 환경의 해당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AUT 매개 변수 대화 상자(36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 AUT 환경 구성 추가 - AUT 환경을 선택하고 새 AUT 환경 구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동안 사용할 각 환경에 AUT 환경 구성을 추가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AUT 환경 구성 대화 상자(36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f. AUT 환경 구성 수정 - AUT 환경 구성을 선택하고 이러한 특정 AUT 환경 구성에 대해 조정
해야 하는 기본 매개 변수 값을 다시 정의합니다. 이 값은 오른쪽 창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AUT 환경 모듈 창(35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AUT 환경 구성을 CDA에 링크(선택 사항)
AUT 환경 구성을 HP Continuous Delivery Automation(CDA)에 링크하여 테스트를 동적으로
프로비저닝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A에 AUT 환경 링크(348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참고: CDA를 사용하려면 랩 관리에서 CDA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구성을 CDA에 링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AUT 환경 모듈에서 AUT 환경 구성을 선택합니다.

b. CDA에 링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c. CDA에 링크 대화 상자에서 드롭다운 상자를 사용하여 CDA 토폴로지를 선택합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CDA에 링크 대화 상자(36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 AUT 환경 모듈의 오른쪽 창에 있는 값 탭에서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AUT 환경 매
개 변수에 링크할 CDA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4.

AUT 환경을 사용하여 테스트 실행
기능 또는 성능 테스트를 실행할 때 AUT 환경 구성을 제공하여 특정 환경 매개 변수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AUT 환경은 Performance Center Test, Service Test, UFT의 API 테스트, VAPI-XP
테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T 환경 구성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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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슬롯 예약

n

시간 슬롯 모듈에서 새 시간 슬롯을 만듭니다. 실행할 테스트 집합을 선택한 다음 AUT 환경
구성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67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테스트 집합 또는 성능 테스트 실행에 포함

n

테스트 랩 모듈에서 실행 표 탭으로 이동합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테스트 집합
실행을 클릭하거나 성능 테스트 집합을 선택한 다음 성능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실행을
클릭합니다.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에서 AUT 환경 구성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6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에서

n

빌드 확인 모듈에서 빌드 확인 세트를 선택하고 실행을 클릭합니다. 빌드 확인 세트 실행 대
화 상자에서 AUT 환경 구성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6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배포 및 프로비저닝 옵션 선택(CDA만 해당)
배포: 시스템이 CDA에 통합된 경우 테스트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배포 및 프로비저닝 수
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는 이를 위해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 및 <엔터티> 실행 대
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

프로비저닝 및 배포 -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테스트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환경
을 배포할 컴퓨터를 할당하고 필요한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즉,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서
버,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CDA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프로비저닝에 이어
테스트 중인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설치됩니다.

n

다시 배포 - 테스트 환경에서 이미 프로비저닝된 컴퓨터에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실행합
니다.

n

배포본 사용 - 기존 설치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참고:
n

선택할 옵션을 결정할 때에는 프로비저닝 및 배포 수행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유
념하십시오. 일상적인 테스트라면 배포본 사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n

실행에 배포할 환경과 사용 가능한 환경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빌드 확인 세트 또는 테
스트 집합이 하루 종일 실행되도록 예약하고 사용할 환경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 기능 테스트 집합 시간 슬롯에
는 기본적으로 배포본 사용이 선택됩니다. 이 선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프로비저닝: ALM에서는 환경이 배포된 후 수행할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M은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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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환경을 배포된 상태로 두기 - AUT 환경을 배포된 상태로 무기한으로 둡니다. 배포된 환경은
나중에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종료 시 프로비저닝 해제 - 테스트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환경이 배포 취소되고 컴퓨터는 프
로비저닝 해제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빌드 확인 및 기능 테스트 집합 시간 슬롯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676페이지) 및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6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UT 환경 모듈 창

352

AUT 환경 모듈 메뉴 및 버튼

354

AUT 환경 모듈 필드

356

AUT 환경 모듈 아이콘

357

AUT 환경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58

새 AUT 환경 대화 상자

358

AUT 환경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59

새 AUT 환경 구성 대화 상자

360

새 AUT 매개 변수 대화 상자

360

AUT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61

CDA에 링크 대화 상자

362

AUT 환경 모듈 창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AUT 환경을 선택합니다.
ALM 버전: AUT 환경 모듈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참고 항목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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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AUT 환경 모듈 공
통 UI 요소>

설명
l

l

l

l

AUT 환경 필드 - 필드 정의는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AUT 환경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AUT 환경 모듈 메
뉴 및 버튼(35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AUT 환경 모듈 아이콘(35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필터 상태 표시줄>

트리에 현재 적용된 필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트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AUT 환경 트리>

창 왼쪽에 있으며 AUT 환경을 계층 구조로 정리 및 표시합니다.
참고: 폴더 내에서는 AUT 환경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트리 보기를 새
로 고치면 폴더의 AUT 환경이 사전순으로 정렬됩니다.

세부 정보 탭

창 오른쪽에 있으며 AUT 환경 필드를 나열합니다.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매개 변수 탭

창 오른쪽에 있으며 선택한 AUT 환경 개체의 매개 변수 및 기본값 표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AUT 환경 구성에서 AUT 환경 매개 변수를 다시 정의하지 않으면 실행 중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참고: AUT 환경 개체가 선택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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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21장: AUT 환경

UI 요소

설명

값탭

창 오른쪽에 있으며 선택한 AUT 환경 구성 개체의 매개 변수 및 기본값 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값 탭에서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 AUT 환경 수준에서 파생된 기본값을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값을 다시 정의하지 않을 경우 실행 중 기본
값이 사용됩니다.
참고: 자동으로 생성된 기본 AUT 환경 구성에서는 매개 변수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AUT 환경 구성이 CDA에 링크된 경우 CDA 매개 변수 목록의 드롭다운 목
록에서 동적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D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A에 AUT 환경 링크(348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참고: AUT 환경 구성 개체가 선택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AUT 환경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AUT 환경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AUT 환경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참고 항목

l

AUT 환경 개요(348페이지)

l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l

AUT 환경 모듈 창(3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메뉴

설명

AUT 환경 구성 세부 정보

AUT 환경

AUT 환경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
한 AUT 환경 구성의 세부 정보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35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세부 정보

AUT 환경

AUT 환경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AUT 환경의 세부 정보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세부 정보 대화 상
자(35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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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축소

보기

트리에서 모든 분기를 축소합니다.

URL 복사/붙여넣기

AUT 환경

선택한 AUT 환경, AUT 환경 폴더 또는 AUT 환경
구성을 복사하여 해당 URL을 링크로 붙여넣습니
다. AUT 환경 또는 AUT 환경 구성 자체는 복사되
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 메일 또는 문서와 같은 다
른 위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ALM이 열리고 AUT 환경 또는 AUT 환경
구성으로 이동합니다. 아직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
면 ALM에서 먼저 로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잘라내기/붙여넣기

편집

동일한 프로젝트 내 또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선택
한 AUT 환경 및 구성을 잘라냅니다.

편집

도구 모음에서 선택한 AUT 환경, AUT 환경 폴더
또는 AUT 환경 구성을 삭제합니다. 루트 AUT 환
경 폴더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

매개 변수 탭 도구 모음에서 선택한 매개 변수 폴
더 또는 매개 변수를 삭제합니다.
모두 확장

보기

AUT 환경 트리에서 선택한 폴더 아래의 모든 폴더
를 확장합니다.

AUT 환경으로 이동

AUT 환경

AUT 환경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AUT 환경
ID를 입력하여 AUT 환경 트리에서 특정 AUT 환경
을 찾을 수 있습니다.

AUT 환경 구성을 CDA에

CDA에 링크 탭을 열고 선택한 AUT 환경 구성을
CDA 토폴로지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링크
AUT 환경

새 AUT 환경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더에
AUT 환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AUT 환경 대화 상자(358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AUT 환경

새 AUT 환경 구성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더
에 AUT 환경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AUT 환경 구성 대화 상자(360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새 AUT 환경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더
아래에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AUT 환경

새 AUT 환경 구성

새 AUT 환경 폴더

구문 예외: AUT 환경 폴더 이름에 \ ˆ * 문자를 포
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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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새 AUT 매개 변수 대화 상자를 열고 AUT 환경에
AUT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 값을 추가할 수 있습
니다.

새 AUT 매개 변수

매개 변수 탭 도구 모음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AUT 매개 변수 대화 상자(36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DA에서 응용 프로그램 페

CDA 응용 프로그램 페이지를 엽니다. 자세한 내
용은 CDA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지 열기
모두 새로 고침

보기

최신 정보를 표시하려면 보기를 새로 고칩니다.

이름 바꾸기

편집

AUT 환경, AUT 환경 폴더 또는 AUT 환경 구성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루트 AUT 환경 폴더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기본 매개 변수 값 복원

필터/정렬 설정

선택한 AUT 환경 구성 매개 변수 값을 기본 AUT
환경 값으로 복원합니다.
보기

AUT 환경 트리의 옵션에 대한 필터 및 정렬 옵션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필터/정렬 설정 - 필터 대화 상자를 열고 AUT
환경을 필터링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필터/정렬 지우기 - 적용한 모든 필터 또는 정
렬을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편집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를 열고 트리에서
선택한 여러 환경, 구성, 폴더의 필드 값을 업데이
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택한 항목 업
데이트 대화 상자(9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모듈 필드
이 섹션에서는 AUT 환경 모듈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HP ALM (12.00)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에서 AUT 환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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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AUT 환경 모듈에 ALM의 기능 테스트에 대한 환경 구성 데이터 필드가 표시됩
니다.

관련 작업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참고 항목

l

AUT 환경 개요(348페이지)

l

AUT 환경 모듈 메뉴 및 버튼(354페이지)

l

AUT 환경 모듈 창(3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AUT 환경 ID

선택한 AUT 환경 구성이 속한 AUT 환경의 ID입니다.

AUT 환경 폴더 ID

AUT 환경의 폴더 ID입니다.

기본값

선택한 AUT 환경에 대해 선택한 AUT 매개 변수의 기본값입니다.

이름

AUT 환경, AUT 환경 구성, AUT 환경 폴더 또는 AUT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
다.

값

선택한 AUT 매개 변수의 값입니다.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AUT 환경 구성에
서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AUT 환경 모듈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AUT 환경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에서 AUT 환경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참고 항목

l

AUT 환경 모듈 창(352페이지)

l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AUT 환경 폴더
AUT 환경
AUT 환경 구성
AUT 환경 매개 변수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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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 환경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AUT 환경을 선택합니다. AUT 환경을 선
택하고

를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참고 항목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이름

선택한 AUT 환경에 연결된 이름입니다.

세부 정보

AUT 환경 필드를 나열합니다. AUT 환경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매개 변수

현재 선택된 AUT 환경에 연결된 매개 변수를 나열합니다. AUT 매개 변수를
추가하거나 선택한 AUT 환경과 연결된 AUT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 AUT 매개 변수
대화 상자(360페이지) 및 AUT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361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새 AUT 환경 대화 상자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AUT 환경을 선택합니다.
니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을 클릭합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l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l

AUT 환경 개요(3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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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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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데이터를 지웁니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새 AUT 환경에 연결된 이름입니다.

세부 정보

AUT 환경 필드를 나열합니다. AUT 환경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AUT 환경을 선택합니다. AUT 환경 구
성을 선택하고

관련 작업
참고 항목

를 클릭합니다.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l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l

AUT 환경 개요(34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데이터를 지웁니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HP ALM (12.00)

AUT 환경 필드를 나열합니다. AUT 환경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
경 모듈 필드(3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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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CDA에 링크

선택한 AUT 환경 구성을 CDA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A에
링크 대화 상자(36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 AUT 환경 구성 대화 상자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AUT 환경을 선택합니다. AUT 환경을 선
택하고

관련 작업
참고 항목

를 클릭합니다.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l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l

AUT 환경 개요(34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데이터를 지웁니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새 AUT 환경 구성에 연결된 이름입니다.

세부 정보

AUT 환경 구성 필드를 나열합니다. AUT 환경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DA에 링크

선택한 AUT 환경 구성을 CDA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A에
링크 대화 상자(36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 AUT 매개 변수 대화 상자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AUT 환경을 선택합니다. AUT 환경을 선
택하고 오른쪽 창에서

관련 작업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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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l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l

AUT 환경 개요(34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데이터를 지웁니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새 AUT 매개 변수에 연결된 이름입니다.

세부 정보

AUT 매개 변수 필드를 나열합니다. AUT 환경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AUT 환경을 선택합니다. AUT 환경을 선
택한 다음 오른쪽 창에서 AUT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참고 항목

l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l

AUT 환경 개요(34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데이터를 지웁니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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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이름

선택한 AUT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다.

세부 정보

AUT 환경 필드를 나열합니다. AUT 환경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DA에 링크 대화 상자
액세스 방법

AUT 환경 모듈에서 AUT 환경 구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
합니다.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CDA에 링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AUT 환경 구성 세부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AUT 환경 구성 세부 정
보 대화 상자 사이드바에서 CDA에 링크를 선택합니다.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l

AUT 환경 모듈 필드(356페이지)

l

AUT 환경 개요(34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
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이름

선택한 AUT 환경 구성의 이름입니다.

CDA 링크 지우기

선택한 AUT 환경 구성과 CDA 토폴로지 사이의 링크를 제거합니다.

서버에서 CDA 엔터

사용 가능한 CDA 엔터티의 목록을 다시 로드합니다. CDA 서버 측에서 발
생한 변경 내용이 대화 상자의 목록에 업데이트됩니다.

티 다시 로드
주의: CDA 엔터티 목록을 다시 로드하면 모든 링크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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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CDA <페이지> 열기 CDA 페이지를 엽니다.
배포 토폴로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CDA의 응용 프로그램 페이지가 열립
니다. 배포 토폴로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CDA의 링크된 토폴로지 페이지가
열립니다.
<CDA 토폴로지 링
크 섹션>

선택한 AUT 환경 구성과 CDA 토폴로지 사이의 링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프로젝트에서 CDA 도메인 A를 사용하도록 정의되어 있는데 CDA 도메인
B의 플랫폼에 링크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 도메인 B가 프로젝
트에 링크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메인 B에서 저장된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CDA와 AUT 환경 구성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링크가 없습니다. 링크하려면
없음을 클릭하고 CDA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다음 CDA 토폴로지 수준을 선택합니다.
l

응용 프로그램

l

응용 프로그램 버전

l

응용 프로그램 모델

l

배포 토폴로지

l

토폴로지 저장 매개 변수

l

플랫폼 저장 매개 변수

l

소프트웨어 패키지 정의
참고: 모든 선택 항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AUT 환경 구성을 CDA 토
폴로지에 링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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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계획 개요

368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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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계획 개요
응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하려면 분명하고 명확한 테스트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좋은 테스트 계획이 있으면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시점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품질
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모듈에 정의된 대로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만듭니다.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
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l

어떤 테스트 계획을 사용할 것인가(스트레스 테스트, 보안 테스트, 성능, 부하 테스트 등)?

l

결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심각도 분류, 결함 열기/닫기 권한 등)?

어떤 리소스가 필요한가?
l

테스트에 어떤 리소스가 필요한가(인력, 하드웨어 등)?

l

다양한 작업이 언제 완료되는가?
예
항공편 일정 관리, 탑승객 예약, 항공권 판매를 관리할 수 있는 항공편 예약 응용 프로그램을 가
정합니다. 이 경우 수동 및 자동 테스트를 모두 설계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경력이 있는 테스
트 담당자에게 자동 테스트 설계 작업을 할당하고 프로그래머가 아닌 담당자는 수동 테스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
이 작업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로드
맵(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369페이지)

l

테스트 계획 트리 만들기(369페이지)

l

테스트 리소스로 종속 관계 만들기 - 선택 사항(369페이지)

l

테스트 매개 변수 정의(36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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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테스트 구성 정의(369페이지)

l

테스트 단계 만들기(370페이지)

l

테스트 자동화(370페이지)

l

요구 사항 적용 범위 만들기(370페이지)

l

테스트를 결함에 링크(370페이지)

l

테스트 계획 데이터 분석(370페이지)

l

기준선 설정(370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요구 사항 트리에서 요구 사항 집합을 정의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요구 사항 사용 방법(2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팁: 요구 사항 모듈의 요구 사항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테스트를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250페이지) 작업에서 요구 사항을 테스트로 변환
하는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2.

테스트 계획 트리 만들기
테스트 주제 폴더 및 테스트의 테스트 계획 트리를 만듭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테스트 리소스로 종속 관계 만들기 - 선택 사항
ALM 저장소로 업로드하는 리소스 집합에 테스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종속 관계를 보고 사용 중인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Business Process Testing: 업로드하는 응용 프로그램 영역 리소스에 구성 요소 설계 단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테스트 매개 변수 정의
테스트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테스트 단계에서 매개 변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동
일한 테스트를 반복해서 실행하면서 매개 변수에 다른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 방법(42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테스트 구성 정의
다른 사용 사례를 위해 테스트를 실행할 경우 테스트 구성을 정의하여 다른 시나리오에서 동일
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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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스트 단계 만들기
실행 작업 및 예상 결과를 설명하는 테스트 단계를 만듭니다. 테스트 단계를 정의한 후 테스트를
수동과 자동 중 어느 방법으로 수행할지 결정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는 방법(43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7.

테스트 자동화
테스트 단계를 설계한 후 자동화할 테스트를 결정합니다. 테스트 자동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는 실행 빈도, 데이터 입력량, 실행 시간, 복잡도가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는 방법(43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테스트 -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거나 데스크톱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컴퓨
터를 다시 시작하는 자동화된 시스템 테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47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8.

요구 사항 적용 범위 만들기
테스트 계획 트리의 각 테스트에 요구 사항 트리에 있는 하나 이상의 요구 사항을 링크합니다.
테스트의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정의하여 테스트 계획의 테스트와 원래 요구 사항 사이의 관계
를 추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9.

테스트를 결함에 링크
테스트를 특정 결함에 링크하면 알려진 결함에 대한 새 테스트를 만들 경우 유용합니다. 링크를
만들면 결함 상태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실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0.

테스트 계획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및 그래프를 만들어 테스트 계획을 분석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n

테스트 주제의 동적 그래프 보기 -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 주제를 선택하고 실시간 분
석 탭을 클릭합니다. 실시간 분석 그래프 작성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시간 분석 그래
프를 생성하는 방법(85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테스트 계획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기 - 테스트 계획 모듈 메뉴에서 분석 > 그래프를 선택합니
다. 그래프 작성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n

테스트 계획 데이터의 보고서 만들기 - 테스트 계획 모듈 메뉴에서 분석 > 프로젝트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보고서 작성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812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의 추가 분석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11.

기준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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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한 후 기준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특정 시점에 테스트 계
획의 스냅샷입니다. 기준선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개발 수명 주기의 중요 시점을 표시합니
다. 그런 다음 변경 내용을 비교할 참조점으로 기준선을 사용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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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계획 명세 개요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은 전체를 테스트하기에 너무 큽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는 기능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폴더를 만들어 응용 프로그램을 단위 또는
주제별로 나눕니다. 즉, 기능의 계층 관계에 따라 테스트를 표시하여 테스트 계획을 그래픽으로 표현
합니다.
트리에서 주제를 정의한 후 각 주제에 대해 만들 테스트를 결정하고 트리에 추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테스트에 대한 기본 정보(예: 이름, 상태, 설계자)를 정의합니다. 또한 테스트를 설명하는 파일, URL,
응용 프로그램 스냅샷, 시스템 정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 단계를 정의합니다. 테
스트 단계에는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ALM에서는 동일한 테스트를 사용하면서 사용 사례마다 고유의 테스트 구성을 적용하여 다양한 사
용 사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각 테스트 구성은 다른 데이터 집합을 사용합니다. 각 테스트 구성
에 테스트 매개 변수 값을 추가하여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테스트 매개 변수는 값에 할당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 중 테스트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테스트 계
획 트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계획을 주제별로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따라 주제를 정
의할 수 있습니다.
l

응용 프로그램 기능(편집, 파일 작업, 보고 등)

l

테스트 유형(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성능, 부하 등)
참고: 테스트 계획 트리를 개발 및 편집하려면 적절한 사용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
이 작업은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 주제의 폴더를 만들고 테스트 주제에 테스트를 추가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368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명세 개요(37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테스트 주제 만들기(375페이지)

l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폴더 만들기(37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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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테스트 도구에서 테스트 만들기 - 선택 사항(376페이지)

l

테스트 가져오기 - 선택 사항(377페이지)

l

수동 템플릿 테스트 만들기 - 선택 사항(377페이지)

l

UFT 템플릿 GUI 테스트 만들기 - 선택 사항(377페이지)

l

테스트에 단계 추가(377페이지)

1.

테스트 주제 만들기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폴더를 만듭니다. 각 폴더는 응용 프로그램의 테스트 영역인 테스트 주제
를 나타냅니다.
테스트 주제를 만들려면
a.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계획을 선택합니다.
b. 보기 > 테스트 계획 트리를 선택합니다.
c. 주제 루트 폴더 또는 기존 테스트 주제를 선택하고 새 폴더

를 클릭합니다.

예
항공편 일정 관리, 탑승객 예약, 항공권 판매를 관리할 수 있는 항공편 예약 응용 프로그
램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스트 계획 트리에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행 일정 주제에 추가 주제 폴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의 추가 수준을 만들어 이
러한 폴더에서 테스트 계획 트리의 테스트를 자세히 분류합니다. 전체 예를 보려면
ALM_Demo 프로젝트를 참조하십시오.
2.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폴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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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주제 폴더 아래에 테스트를 만듭니다.
테스트를 만들려면
a.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b. 새 테스트 대화 상자에 필드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테스트 대화
상자(3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각 테스트에는 특정 기능 또는 시스템 요구 사항 확인과 같은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의
하는 테스트는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설정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해야 합
니다.
예
이전 단계에 표시된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여행 일정 주제 폴더에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팁: 테스트 구성을 지원하는 테스트 유형의 경우 테스트를 만들면 테스트 구성이 자동
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참고: ALM 내에서 Unified Functional Testing 테스트를 만들고 편집하려면 Add-in 페이
지에서 UFT Add-in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움말 > Add-in에서 ALM의 Add-in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3.

테스트 도구에서 테스트 만들기 - 선택 사항
Unified Functional Testing 등 지원되는 테스트 소프트웨어에서 ALM 테스트 계획 트리에 테
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테스트 도구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UFT Add-in을 설치하지 않고도 UFT에서 ALM에 UFT 테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추가하고 나면 ALM에서 다른 테스트처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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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 가져오기 - 선택 사항
ALM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도 테스트 계획 트리를 만들 수 있지만, Microsoft Word 또는
Microsoft Excel의 테스트 계획 데이터를 ALM 프로젝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 계획 데
이터를 가져오려면 적절한 Add-in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Word 및
Microsoft Excel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수동 템플릿 테스트 만들기 - 선택 사항
여러 테스트에서 반복해야 하는 공통 지침이 있는 경우(예: 응 용 프 로 그 램 에 로 그 인 ) 공통
지침의 수동 템플릿 테스트를 만든 다음 다른 수동 테스트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템플릿 테스트를 호출하기 위해 반드시 테스트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 템플릿 테스트를 만들려면
a. 위에서 설명한 대로 테스트 계획 트리에 테스트를 만드는 단계에서 수동 테스트를 만듭니
다.
b.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새 테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템플릿 테스트로 표시
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아이콘이 회색에서 템플릿 테스트임을 나타내는 흰색으로 바뀝니다.

6.

UFT 템플릿 GUI 테스트 만들기 - 선택 사항
HPUnified Functional Testing (UFT)는 이전에 HP QuickTest Professional 및 HP Service
Test로 알려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

QuickTest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제 UFT에서 GUI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n

Service Test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UFT에서 API 테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템플릿 테스트는 새 UFT GUI 테스트와 연결할 UFT Add-in ALM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fied Functional Testing 설명서 및 관련 Unified Functional Testing Add-in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ALM 클라이언트와 함께 제공되는 기본 UFT 템플릿 GUI 테스트 이외에, 다른 UFT 템플릿 테스
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UFT 템플릿 테스트를 만들려면
a. 위에서 설명한 대로 테스트 계획 트리에 테스트를 만드는 단계에서 UFT GUI 테스트를 만듭
니다.
b.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새 테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템플릿 테스트로 표시
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아이콘이 회색에서 템플릿 테스트임을 나타내는 흰색으로 바뀝니다.
7.

테스트에 단계 추가
테스트에 단계를 추가하고 테스터가 테스트를 완료하는 데 수행해야 할 작업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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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는 방법(43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유형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LM 버전: 버전에 따라 일부 테스트 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
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테스트 아이콘

테스트 유형

설명

BUSINESSPROCESS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
오.

FLOW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가 고정 순서의
컬렉션으로 구성된 테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
오.

LR-SCENARIO

HP 로드 테스트 도구인 LoadRunner로 실행하는 시나리
오입니다.

MANUAL

수동으로 실행하는 테스트입니다.

PERFORMANCE- 성능 테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TEST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QAINSPECT_
TEST

HP 보안 테스트 도구인 QAInspect로 실행하는 테스트입
니다.

QUICKTEST_
TEST

HP 기능 엔터프라이즈 테스트 도구인 Unified
Functional Testing으로 실행하는 GUI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 유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지에서 적절한 Add-in을 설
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Add-in에서
ALM의 Add-in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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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아이콘

테스트 유형

설명

SERVICE-TEST

Web, REST 서비스 등 GUI 없는 응용 프로그램의 테스트
를 만드는 HP 도구인 Unified Functional Testing 또는
HP Service Test에서 만든 API 테스트입니다. API 테스
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Service Test User Guide
또는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의 API
테스트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이 테스트 유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지에서 적절한 Add-in을 설
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d-in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API 테스트는 ALM에서 보고 시작할 수 있습니
다. API 테스트는 Unified Functional Testing 또는
HP Service Test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API 테
스트로 자동화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또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SYSTEM-TEST

ALM에서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거나 데스크톱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도록 지시하는 테스트
입니다.

VAPI-XP-TEST

ALM 오픈 테스트 아키텍처 API 테스트 도구인 Visual
API-XP로 만든 테스트입니다. VAPI-XP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API-XP 테스트(491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VuGenScript

HP 로드 테스트 도구인 LoadRunner로 실행하는 VuGen
스크립트입니다.

테스트 계획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 창

380

테스트 계획 모듈 메뉴 및 버튼

382

테스트 계획 모듈 아이콘

393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

395

테스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

397

새 테스트 대화 상자

399

테스트 계획 트리의 폴더 정렬 대화 상자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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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프로젝트에 테스트/폴더 붙여넣기 대화 상자

402

테스트 계획 모듈 창
테스트 계획 창에서는 테스트 계획 트리 또는 테스트 계획 표의 ALM 테스트를 정의 및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계획을 선택합니다.
2. 보기 메뉴에서 테스트 표 또는 테스트 계획 트리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테스트 계획 창에는 다음과 같은 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테스트 계획 트리 - 테스트 주제와 테스트를 트리에서 계층 구조로 표시합
니다.
테스트 표 - 테스트를 계층 구조가 아닌 일반 보기로 표시합니다. 표의 각
줄에 별도의 테스트가 표시됩니다.
팁: 필드를 편집한 후 테스트 표 보기에서 스크롤을 사용하려면 ESC 키를
클릭한 다음 마우스 휠 또는 위쪽/아래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스크롤합
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로 작업할 경우 이 모
듈에 다른 탭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368페이지)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테스트 계획 모듈
공통 UI 요소>

설명
l

l

l

l

HP ALM (12.00)

테스트 계획 필드 - 필드 정의는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계획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테스트 계획 모
듈 메뉴 및 버튼(3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계획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테스트 계획 모듈 아이콘
(39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45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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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필터 상태 표시줄> 트리 또는 표에 현재 적용된 필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필터 상자 또는 트
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표 보기에서:
l

l

<x>개 결과 표시 - 총 기록 중 현재 표시되어 있는 기록의 수를 나타냅니
다.
모든 <x> 결과 검색 - 모든 기록을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테스트 계획 트리> 창 왼쪽에 있으며 테스트를 계층 구조로 정리 및 표시합니다.
참고: 폴더 내에서는 테스트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트리 보기를 새로
고치면 폴더의 테스트가 사전순으로 정렬됩니다.
<표 필터>

각각의 열 이름 아래에 표 필터 상자를 표시하고 열에 대한 필터 조건을 정
의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자를 클릭하여 찾아보기 버튼을 표시합니다. 그
러면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표 보기

세부 정보 탭

테스트 필드를 나열합니다. 테스트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팁: 이 탭에서 설명 또는 주석 필드를 클릭하면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
춤법 검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탭

l

l

자동 테스트: 현재 선택된 테스트의 테스트 도구로 실행하는 테스트 스
크립트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테스트 스크립트 탭(44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및 흐름: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 실행하는 구
성 요소 및 흐름(또는 현재 선택된 흐름에 대해 실행하는 구성 요소)입니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설계 단계 탭

선택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 단계 탭/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43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매개 변수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 연결된 매개 변수를 나열합니다. 매개 변수는 테스트
계획 단계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개 변수 탭/매개 변수 대
화 상자(4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구성 탭

선택한 테스트의 테스트 구성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탭
(45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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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첨부 파일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서 충족된 요구 사항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탭
구 사항 적용 범위 탭(40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결함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 링크된 결함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결
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종속 관계 탭

테스트 리소스, 테스트 등의 엔터티 사이의 종속 관계를 표시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종속 관계 탭(48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 링크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 링크된 비즈니스 모델 엔터티를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4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조건 탭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의 조건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 세부 정보는 조건 탭(4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조건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
세스 테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 대한 변경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 내
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실시간 분석 탭

선택한 테스트 주제 폴더와 관련된 테스트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표시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실시간 분석 탭(85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

테스트 설계 탭

Performance Center: 선택한 성능 테스트의 요약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계획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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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일부 테스트 계획 보기에서는 일부 메뉴 명령과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팁: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ALT 바로 가기 키를 눌러 메뉴 모음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버전 제어: 추가 메뉴 명령 및 버튼은 버전 제어 사용 프로젝트에서 사용 가
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전 메뉴 및 버튼(12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Business Process Testing: 추가 메뉴 명령 및 버튼은 Business
Process Testing 및 Business Process Testing Enterprise Extension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
l

테스트 계획 모듈 창(380페이지)

l

테스트 계획 모듈 아이콘(39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메뉴

설명

<최근 사용한 즐겨찾기 보
기의 목록>

즐겨찾기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최근 사용한 즐겨
찾기 보기 4개가 표시됩니다.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FAVORITES_DEPTH 매개 변수를 설정
하여 메뉴에 표시할 보기 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
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즐겨찾기에 추가

즐겨찾기

개인 또는 공용 폴더에 즐겨찾기 보기를
추가할 수 있는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
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1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경보

편집

경보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에 대한 경
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도구 모음>

첨부 파일 페이지를 열고 선택한 테스트
에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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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경보 지우기

편집

모듈에 대해 표시되는 경보를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보 사용 방법(105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지우기

편집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기본
값을 제거합니다. 새 테스트 또는 테스트
구성을 만들 경우 기본값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추가 작업 플래그 지우기

편집

선택한 테스트의 추가 작업 플래그를 지
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개요(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표

축소

보기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모든 분기를 축소
합니다.

테스트

테스트 또는 흐름에서 구성 요소를 만듭
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편집

선택한 테스트를 복사하여 해당 URL을
링크로 붙여넣습니다. 테스트 자체는 복
사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 메일 또는 문
서와 같은 다른 위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ALM이 열
리고 테스트로 이동합니다. 아직 로그인
한 상태가 아니면 ALM에서 먼저 로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구성 요소로 변환

URL 복사/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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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복사/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테스트를 동일한 프로젝트 내 또
는 여러 프로젝트에 복사합니다. 테스트
주제를 복사하면 테스트 주제의 하위 폴
더 및 테스트도 복사됩니다.
참고:
l

l

l

잘라내기/붙여넣기

편집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
로 테스트를 복사할 경우 테스트
에 다른 테스트에 대한 호출이 포
함되어 있거나 테스트가 테스트
리소스 또는 다른 엔터티에 종속
되어 있으면 ALM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복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대상 프로젝트에 테스트/폴더
붙여넣기 대화 상자(402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를 여러 프로젝트에 복사
하려면 두 프로젝트 모두 동일한
ALM 버전 및 패치 수준을 사용해
야 합니다.
붙여넣기 옵션은 테스트 계획 트
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테스트를 테스트 계획 트리의 다
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참고:
l

l

테스트 주제를 이동하면 테스트
주제의 하위 폴더 및 테스트도 함
께 이동합니다. 루트 폴더는 이동
할 수 없습니다.
붙여넣기 옵션은 테스트 계획 트
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 또
는 테스트 주제를 끌어서 새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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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메뉴

설명

편집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선택한 테스트 또
는 폴더를 삭제합니다.
폴더를 삭제할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폴더만 삭제 - 폴더를 삭제하고 관련
된 테스트를 모두 연결되지 않음 폴더
로 이동합니다.

l

폴더 및 테스트 삭제 - 폴더, 테스트,
테스트 스크립트를 삭제합니다.

l

버전 제어: 테스트를 삭제하면 테스트의
모든 이전 버전이 삭제됩니다.
테스트를 삭제할 때 테스트에 종속 관계
가 정의되어 있으면 테스트 삭제 대화 상
자가 열립니다. 사용 주체 엔터티를 보려
면 세부 정보를 클릭합니다.
주의:
l

l

l

l

l

HP ALM (12.00)

루트 주제 폴더는 삭제할 수 없습
니다.
폴더와 테스트를 삭제하면 선택
한 폴더 아래의 모든 하위 폴더와
테스트가 영구적으로 삭제됩니
다.
테스트를 삭제하면 테스트와 테
스트 스크립트가 영구적으로 삭
제됩니다. 또한 삭제한 테스트와
연결된 모든 테스트 실행도 삭제
됩니다.
테스트에 종속 관계가 정의된 경
우 테스트를 삭제하면 종속된 엔
터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삭제하기 전 종속 관계를 보려면
종속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관련
엔터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
속 관계 탭(487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에 링크된
성능 테스트를 삭제하면 시간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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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롯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명 페이지

<오른쪽 클릭 메뉴>

설명 탭을 엽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표

테스트

Performance Center: 성능 테스트 설
계자를 열고 성능 테스트를 설계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
십시오.

모두 확장

보기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모든 분기를 확장
합니다.

내보내기

<오른쪽 클릭 메뉴>

표 데이터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표
의 테스트를 텍스트 파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Microsoft Word 문서
또는 HTML 문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테스트 편집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l

모두 - 표의 모든 테스트를 내보냅니
다.
선택된 항목 - 표에서 선택한 테스트
를 내보냅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표
필터/정렬

보기

테스트 트리 또는 표에 있는 테스트를 필
터링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
아래에 현재 적용된 필터 또는 정렬 순서
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한 가지 테스트 계획 보기에
정의된 필터는 다른 보기에 적용되
지 않습니다.

찾기

편집

찾기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계획 모듈
에서 테스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찾기 대화 상자(8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찾기

편집

테스트 표에서 이전에 정의한 검색 조건
을 충족하는 다음 항목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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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편집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
한 테스트의 추가 작업 플래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
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테스트로 이동

테스트

테스트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ID를 사용하여 특정 테스트를 찾을 수 있
습니다. 현재 필터에 있는 테스트로만 이
동할 수 있습니다.

모듈 트리의 엔터티로 이동

<도구 모음>

엔터티의 모듈에서 선택한 엔터티의 위
치로 이동하고 선택한 엔터티를 강조 표
시합니다.

추가 작업 플래그

사용 가능:
l

l

l

테스트 계획 트리의 테스트

<도구 모음>

로 이동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로 이
동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대한 구
성 요소 선택 및 흐름 창
비즈니스 모델 링크 > 비즈니스 모델
트리 창
요구 사항 적용 범위 > 요구 사항 트리
창

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로 이동한 다음 선
택한 테스트가 강조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표

테스트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집합에 있는 테
스트의 인스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테스트의 인스턴스가 하나인 경
우 테스트 랩 모듈이 열리고 해당 인스턴
스가 강조 표시됩니다.
선택한 테스트의 인스턴스가 둘 이상인
경우는 테스트 집합 대화 상자가 열립니
다. 여기에서 테스트 집합과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 구성
으로 이동

테스트

테스트 랩 모듈의 실행 표 탭에서 선택한
테스트 구성과 연결된 테스트 집합으로
이동합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구성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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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그래프

분석

테스트 계획 데이터에 대해 만들 수 있는
그래프를 나열합니다. 사전 정의된 그래
프를 선택하거나 그래프 마법사를 시작
합니다.
사전 정의된 그래프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엔터티 그래프 유형(772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페이지

<오른쪽 클릭 메뉴>

기록 내역 탭을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표

표시기 열

보기

테스트 창의 왼쪽에 표시기가 표시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모듈 아이
콘(39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선택 반전

편집

표에서 이전에 선택한 모든 테스트를 선
택 취소하고 이전에 선택되지 않은 테스
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표

실시간 분석

분석

실시간 분석 탭에 그래프를 표시하는 옵
션을 나열합니다. 그래프를 추가 또는 삭
제하거나 모양을 구성합니다.
실시간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시
간 분석 그래프 개요(854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사용 가능: 실시간 분석 탭

템플릿 테스트로 표시

테스트

수동 테스트 - 테스트를 나중에 다른 테
스트에서 호출할 수 있는 템플릿 테스트
로 표시합니다.
템플릿 테스트로 표시하면 수동 테스트
아이콘이 회색에서 흰색
다.

으로 바뀝니

GUI 테스트 - 테스트를 나중에 다른
UFT GUI 테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테스트로 표시합니다.
최근에 사용한 분석

HP ALM (12.00)

분석

ALM에서 가장 최근에 본 보고서 및 그래
프를 나열합니다. 최대 10개 항목을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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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테스트

새 테스트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더 아래에 테스트 주제를 추가합니다.

새 폴더

구문 예외: 폴더 이름에 \ ^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계획 트리
테스트
새 테스트

새 테스트 만들기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
한 폴더 아래에 테스트를 추가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새 테스트 대화 상자(399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 계획
트리

즐겨찾기 구성

즐겨찾기

즐겨찾기 보기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11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개인

즐겨찾기

즐겨찾기 보기를 만든 사용자만 액세스
할 수 있는 즐겨찾기 보기를 나열합니다.

<도구 모음>

테스트 계획을 고정하거나 고정 해제합
니다.

고정/고정 해제

사용 가능: 테스트 표 및 테스트 계획 트
리
자세한 내용은 고정된 항목 개요(118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보고서

분석

테스트 계획 데이터에 대해 작성할 수 있
는 사전 정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나열합
니다. 보고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정의된 프로젝트 보고서(816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목록에서 보고서를 선택하면 보고서의
미리 보기가 생성됩니다. 미리 보기에는
보고서 섹션당 최대 5개의 엔터티가 표
시됩니다. 전체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미
리 보기의 왼쪽 위에서 생성 버튼 옆 아래
쪽 화살표를 클릭하고 생성할 보고서 형
식을 선택합니다.

공용

모두 새로 고침

HP ALM (12.00)

즐겨찾기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즐겨찾
기 보기를 나열합니다.

보기

테스트 계획 트리 또는 표를 새로 고쳐 최
신 테스트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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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이름 바꾸기

편집

선택한 테스트 또는 폴더의 이름을 바꿉
니다. 루트 폴더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
다.
구문 예외: 테스트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바꾸기

편집

테스트 표에서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필드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바꾸기 대화 상자(83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항목 보고

<오른쪽 클릭 메뉴>

선택한 테스트의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 적용 범위

보기

고급 적용 범위 대화 상자를 활성화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고급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4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Performance Center: 테스트 계획 모
듈에서 선택한 성능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 실행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편집

표에서 모든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실행

모두 선택

사용 가능: 테스트 표
보기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표에 표
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전자 메일로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
록에서 선택한 수신자 또는 테스트 설계
자에게 테스트를 전자 메일로 보낼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편집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를 열고 특정 테스
트 필드에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열 선택

전자 메일로 보내기

기본값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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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도구 모음>

선택한 엔터티에 대한 세부 정보 대화 상
자를 읽기 전용 모드로 엽니다.

엔터티 세부 정보 표시

사용 가능:
l

l

l

세부 내용 및 기록 내역 표시 <오른쪽 클릭 메뉴>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대한 구
성 요소 선택 및 흐름 창
비즈니스 모델 링크 > 비즈니스 모델
트리 창
요구 사항 적용 범위 > 요구 사항 트리
창

테스트 표 하단에 정보 패널 탭이 표시됩
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표

보기

테스트 계획 트리 대화 상자에서 폴더 정
렬을 열고 테스트 주제 폴더의 하위 폴더
를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테스트 계획 트리의 폴더 정렬 대화 상
자(40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테스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
한 테스트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폴더 정렬

테스트 세부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테스트
계획 모듈 창(3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Business Process Testing 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표

보기

테스트 표 보기를 표시하고 테스트를 계
층 구조가 아닌 일반 보기로 볼 수 있습니
다. 표의 각 줄에 별도의 테스트가 표시됩
니다.

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

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를 표시하고 트리
에서 테스트와 테스트 주제를 계층 구조
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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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편집

테스트 계획 모델 모듈 창 하단에 텍스트
검색 창을 열고 사전 정의된 필드에서 기
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검색 창(84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편집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서 선택한 여러 테스트의 필드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98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Performance Center: VuGen 스크립
트를 ALM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검색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스크립트 업로드

테스트 계획 모듈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계획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

참고 항목

l

테스트 계획 모듈 메뉴 및 버튼(382페이지)

l

테스트 계획 모듈 창(380페이지)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녹색 별표> - 해당 탭이 채워져 있습니다.
경보 - 테스트에 대한 경보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l

빨간색 경보 - 새 경보를 나타냅니다.

l

회색 경보 - 이미 읽은 경보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 지정된 테스트에 대한 첨부 파일에 보려면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하여 첨부 파일을 엽니다. 첨부 파일이 열 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첨부 파일 링크를 클릭하면 첨부 파일 페이지에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393/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3장: 테스트 계획 명세

UI 요소

설명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비즈니스 구성 요소 흐름
추가 작업 플래그 - 테스트에 대한 추가 작업 플래그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l

회색 플래그 - 새로운 추가 작업 플래그를 나타냅니다.

l

빨간색 플래그 - 추가 작업 날짜에 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결함 - 테스트에 대해 링크된 결함을 보려면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oadRunner 시나리오
수동 템플릿 테스트
테스트 단계가 포함된 수동 템플릿 테스트
수동 테스트
테스트 단계가 포함된 수동 테스트
QAInspect 테스트
주제 폴더
시스템 테스트
UFT GUI 테스트
테스트 단계가 포함된 UFT GUI 테스트
테스트 단계가 포함된 UFT 템플릿 GUI 테스트
UFT 템플릿 GUI 테스트
버전 제어 - 테스트가 체크 아웃된 상태
l

녹색 자물쇠 - 현재 사용자가 테스트를 체크 아웃한 상태

l

빨간색 자물쇠 - 다른 사용자가 테스트를 체크 아웃한 상태

Visual API-XP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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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Vuser 스크립트 테스트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계획을 선택합니다.
l

l

l

l

l

l

참고 항목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의 레이블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목록을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
십시오.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필드와 값을 제한하고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이름 값(사용자 정의 필드 포함)이 포함된 테스트 계획 열을 선택
하면 ALM에 각 사용자의 이름 및 전체 이름이 포함된 목록이 표시됩니다.
사용자를 검색하고, 정렬하고, 사용자 그룹으로 그룹화하고, 사용자 목록
또는 그룹 트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목록 대화
상자(8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테스트 계획 보기에서는 일부 필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및 흐름에 추가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
오.
버전 제어: 버전 제어가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추가 필드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전 제어 필드(1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계획 모듈 창(380페이지)

테스트 계획 필드
UI 요소

설명

주석

테스트에 대한 주석을 표시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만든 날짜

HP ALM (12.00)

테스트를 만든 날짜입니다. 기본적으로, 테스트 날짜는 현재 ALM 서버 날
짜로 설정됩니다. 달력을 표시하고 다른 만든 날짜를 선택하려면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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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설명

테스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설계자

테스트를 설계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예상 개발 시간

테스트 설계 및 개발의 예상 시간입니다.

실행 상태

테스트 인스턴스의 마지막 실행 상태입니다. 실행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
류됩니다.
l

l

Blocked - 하나 이상의 단계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컴
퓨터에서 테스트가 실행되는 중 환경적 실패(예: 네트워크 문제, 하드
웨어 고정)로 인해 테스트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Failed - 실행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가 실패했고 Blocked 상태가 없습
니다.

l

N/A - 테스트의 현재 상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

No Run - 실행된 단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l

l

Not Completed - 하나 이상의 단계가 완료 또는 실행되지 않았고
Blocked 또는 Failed인 상태가 없는 경우입니다.
Passed - 실행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수정한 날짜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변경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경로

프로젝트 저장소에서 테스트 디렉터리에 상대적인 이 테스트의 경로입니
다.

상태

테스트의 계획 상태. 기본 상태는 설계입니다.

주제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가 상주하는 주제 폴더입니다.

템플릿

수동 테스트 또는 UFT GUI 테스트가 템플릿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테스
트가 테스트 템플릿인 경우 이 열의 값은 Y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이
거나 비어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
(37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공수

현재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정도입니다.

테스트 ID

ALM에서 테스트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테스트 이름

테스트의 이름입니다.

테스트 우선 순위

현재 테스트의 우선 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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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유형

현재 테스트의 테스트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유형(378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매개 변수 필드
UI 요소

설명

기본값

매개 변수의 기본값입니다. 사용자가 기본값을 참조하여 테스트 실행의 실제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설명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수정한 날짜

테스트 매개 변수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순서

매개 변수 집합에서 매개 변수의 위치입니다.

매개 변수 이름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다.

사용됨

매개 변수가 설계 단계에 포함되었는지 나타냅니다.

테스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
테스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는 단일 테스트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계획을 선택합니다.
2. 테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
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368페이지)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첫 번째/이전 다음/마지막 엔터티 - 테스트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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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추가 작업 플래그 -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의 추가 작업
플래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
(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자 메일로 보내기 - 테스트 세부 정보가 포함된 전자 메일을 보냅니다. 자
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세부 정보

테스트 필드를 나열합니다. 테스트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팁: 이 탭에서 설명 또는 주석 필드를 클릭하면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
춤법 검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설계 단계

선택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 단계 탭/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43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불가: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스크립트

자동 테스트: 현재 선택된 테스트의 테스트 도구로 실행하는 테스트 스크립
트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테스트 스크립트 탭(441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및 흐름: 현재 선택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에 실행하는 구성 요소 및 흐름, 또는 현재 선택된 흐름에 대해 실행하는 구
성 요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매개 변수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 연결된 매개 변수를 나열합니다. 매개 변수는 테스트
계획 단계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개 변수 탭/매개 변수 대
화 상자(4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구성

선택한 테스트의 구성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탭(454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서 충족된 요구 사항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구 사항 적용 범위 탭(40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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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링크된 결함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 링크된 결함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결
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종속 관계

테스트 리소스, 테스트 등의 엔터티 사이의 종속 관계를 표시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종속 관계 탭(48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 링크

선택된 테스트에 링크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엔터티를 나열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4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조건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의 조건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
건 탭(4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현재 선택된 테스트에 대한 변경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새 테스트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테스트 계획 트리에 새 테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주제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새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컴퓨터에 Unified Functional Testing Add-in을 설치한 경우 새 테스트 대
화 상자에 템플릿 상자가 포함됩니다.
팁: 특정 테스트 필드에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99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관련 작업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대화 상자의 모든 데이터를 지웁니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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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기본값 사용 -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대로 특정 필드에 기본값을
채웁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
(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설정 -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특정 필드에 기본값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이름

새 테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구문 예외: 테스트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유형

수동 또는 자동 테스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테스트를 자동화할지 여부를 결정
하려면 테스트 자동화(4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유형(3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l

l

l

템플릿

MANUAL 테스트 유형을 선택할 경우 테스트를 수동으로 설계한 다
음, 나중에 설계 단계 탭에서 테스트를 자동 테스트 유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 테스트 유형을 선택하면 나중에 설계 단계 탭에서 다른 자동 테
스트 도구를 선택할 수 있지만 MANUAL 테스트 유형으로 다시 변환
할 수는 없습니다.
FLOW 테스트 유형을 선택하면 다른 테스트 유형으로 변환할 수 없습
니다.

테스트 유형 목록에서 QUICKTEST_TEST를 선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새 테스트에 대한 템플릿으로 다른 GUI를 선택합니다. 템플릿 테스트가 새 테
스트로 복사되고, 테스트 결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템플릿 테스트를 선택하려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UFT 템플릿 테스트만 표시됩니다.
템플릿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ALM에서 새 GUI 테스트를 연결하는 UFT Add-in을 설정하려면
적절한 Add-in이 나열된 템플릿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또는 ALM 클라
이언트에 제공된 기본 템플릿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이 테스트는 기본적
으로 Web 및 ActiveX Add-in을 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FT 설명서
및 관련 UFT Add-in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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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세부 정보

테스트 필드를 나열합니다. 필수 필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테스트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팁: 이 페이지에서 설명 또는 주석 필드를 클릭하면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첨부 파일

새 테스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계획 트리의 폴더 정렬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테스트 계획 트리의 폴더를 정렬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 지정 정렬을 만들 수 있
습니다.
액세스 방법

1.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보기 > 테스트 계획 트리를 선택합니다.
2. 폴더를 선택하고 폴더 정렬

중요 정보

l

l

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정렬을 만들려면 프로젝트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
자 그룹 권한 할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변경 내용을 보려면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폴더 이름

선택한 테스트 주제 폴더의 하위 폴더를 사전순으로 정렬합니다.
항목 아래로 이동/항목 위로 이동 - 선택한 하위 폴더를 상위 폴더 안에서 위/
아래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지정 정렬

선택한 테스트 주제 폴더에서 하위 폴더를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창에서 테스트 주제 폴더를 선택하고 오른쪽 창에서 끌거나 세로 화살표
를 사용하여 하위 폴더를 다시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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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프로젝트에 테스트/폴더 붙여넣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ALM에서 테스트 또는 테스트 주제를 프로젝트에 복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액세스 방법

1. 테스트 계획 트리 또는 표에서 테스트 또는 주제 폴더를 선택합니다.
2.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복사를 선택합니다.
3. ALM의 다른 인스턴스를 열고 테스트를 붙여넣을 프로젝트에 로그인합
니다.
4.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테스트를 여러 프로젝트에 복사하려면 두 프로젝트 모두 동일한 ALM 버전
및 패치 수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테스트/테스트 폴더
를 복사한 후 기존의
관련 엔터티로 링크

ALM은 테스트 또는 주제 폴더를 복사하여 대상 프로젝트로 붙여넣습니
다. 복사한 테스트 또는 주제 폴더는 이름과 경로가 동일한 기존 테스트 리
소스 및 호출된 테스트로 링크됩니다. 대상 프로젝트에 관련 테스트 리소
스 또는 테스트가 없을 경우 ALM은 대상 프로젝트로 복사합니다.

테스트/테스트 폴더
및 관련 엔터티 복사

ALM은 테스트 또는 주제 폴더를 관련 테스트 리소스 및 호출된 테스트와
함께 복사하여 대상 프로젝트에 붙여넣습니다. 대상 프로젝트에 관련 테
스트 리소스 또는 호출된 테스트가 이미 있을 경우에는 복사된 관련 테스
트 리소스 또는 호출된 테스트의 이름이 변경되므로 중복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엔터티를 제외한 ALM은 관련 테스트 리소스 및 호출된 테스트를 제외한 테스트 또는 주제
테스트/테스트 폴더
폴더를 복사하여 대상 프로젝트에 붙여넣습니다. 복사된 항목은 관련 엔
복사
터티와 링크되지 않습니다.

HP ALM (12.00)

402/860 페이지

24장: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개요

404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

404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사용자 인터페이스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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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개요
테스트 계획의 테스트는 원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과 테스트 간 관계를 추적하려
면 그 사이에 링크를 추가합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에 링크할 요구 사항을 선택하여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만듭니다.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사용하면 테스트 또는 요구 사항의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테
스트 범위에 둘 이상의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요구 사항 모듈에서 테스트를 요구 사항에 링크하여 테스트 범위를 만듭니다. 테스트 적용 범위
를 사용하면 테스트 또는 요구 사항의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둘 이
상의 테스트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요구 사항을 테스트 수준에서만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대신 테스트 구성으로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구성은 테스트의 특정 사용 사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구성에서 데
이터의 하위 집합 또는 테스트가 사용해야 할 런타임 환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구성에 요
구 사항을 포함하면 테스트의 사용 사례별로 적용 범위를 사용할 수 있어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자세
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비즈니스 모델 모듈을 사용할 경우 테스트 계획 모듈 또는 비즈니스 모델 모듈에서 테스트에 모델 엔
터티를 링크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각 요구 사항을 테스트 수준 및/또는 해당 테스트 구성에만 포함하는
대신 요구 사항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사이에 적용 범위를 만들면 기준별로 적용 범위를 정의
할 수도 있습니다.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은 각 비즈니스 구성 요소 및 흐름
에 대해 기준을 만듭니다. 사용자는 해당 기준을 계산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테스트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요구 사항과 테스트를 결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이 변경되면 영향을 받는 테스트,
결함, 책임자를 즉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함 링크(7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
다음 단계에서는 요구 사항을 테스트에 링크하여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요
구 사항을 테스트 수준에서만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대신 테스트 구성으로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 있
습니다.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적용 범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스트 적용 범위에 따라 하위
요구 사항의 분해를 이해하여 요구 사항의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적용 범위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개요(404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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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368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l

테스트에 요구 사항 링크(405페이지)

l

요구 사항에 테스트 링크(405페이지)

l

적용 범위 분석(405페이지)

테스트에 요구 사항 링크
1.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2. 테스트를 선택하고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오른
쪽 창에 요구 사항 트리를 표시합니다. 선택한 요구 사항에 적용 범위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탭(40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온라인 도움말의 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에 테스트 링크
1.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2. 요구 사항을 선택하고 테스트 적용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오른쪽 창에 테
스트 계획 트리를 표시합니다. 선택한 테스트에 적용 범위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
부 정보는 테스트 적용 범위 페이지(4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온라인 도움말의 이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적용 범위 분석
요구 사항 모듈의 보기 메뉴에서 적용 범위 분석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적용 범위에 따라 요구 사항
및 하위 요구 사항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적용 범위 분석 보기(40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적용 범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온라인 도움말의 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분석 보기

406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탭

407

구성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

410

고급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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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

412

테스트 적용 범위 페이지

414

분석 설정 대화 상자

417

적용 범위 분석 대화 상자

418

조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

419

적용 범위 분석 보기
이 보기에서는 테스트 적용 범위에 따라 하위 요구 사항의 분해 보기를 표시하여 요구 사항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주기별로 적용 범위 분석을 설정하여 분석에서 특정 주기에 할당된 실행의 적용
범위만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요구 사항 모듈의 보기 메뉴에서 적용 범위 분석을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기본적으로 적용 범위는 기능, 테스트 및 정의되지 않음 요구 사항 유형에 대해
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참고 항목

요구 사항 모듈 창(2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적용 범위 분석 보
기 공통 UI 요소>

설명
l

l

l

적용 범위 분석 필드 - 필드 정의는 요구 사항 모듈 필드(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적용 범위 분석 보기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 설명을 보려면 요구 사
항 모듈 메뉴 및 버튼(25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적용 범위 분석 아이콘 - 아이콘 설명을 보려면 요구 사항 모듈 아이콘
(2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적용 범위 분석 설정을 정의할 수 있는 분석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석 설정 대화 상자(41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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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범례

요구 사항 및 해당 하위 항목의 직접 적용 상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색 구
분을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l

l

l

l

l

l

Blocked - 요구 사항에 적용된 테스트 중 하나 이상의 실행 상태가
Blocked인 경우입니다.
Failed - 요구 사항에 적용된 테스트 중 하나 이상의 실행 상태가 Failed
이고 실행 상태가 Blocked인 테스트는 없는 경우입니다.
No Run - 요구 사항에 적용된 모든 테스트의 실행 상태가 No Run인 경
우입니다.
Not Completed - 요구 사항에 적용된 테스트 중 하나 이상의 실행 상태
가 Not Completed이고 실행 상태가 Blocked 또는 Failed인 테스트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는 요구 사항에 적용된 테스트의 실행 상태가
Passed 및 No Run인 경우입니다.
Not Covered - 테스트에 링크되지 않은 요구 사항입니다.
Passed - 요구 사항에 적용된 모든 테스트의 실행 상태가 Passed인 경
우입니다.

표시 - 요구 사항 보기 하단에 정보 패널 탭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구 사항 모듈 창(25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탭
이 탭에서 테스트 계획 트리의 선택된 테스트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테스트를 선택하
고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l

l

요구 사항을 테스트로 변환하면 요구 사항 적용 범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
니다. 따라서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273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다음 요구 사항 유형은 기본적으로 적용 범위를 추가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폴더 및 그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적용 범위를 추가하려면 이러한 요구 사항 유형에 대해 테스트 적용 범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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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업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

참고 항목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개요(404페이지)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테스트에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추가할 수 있는 요구 사항 트리를 오른쪽
창에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트리 창(409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선택한 항목 제거 - 적용 범위 표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제거합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적용 범위 표를 새로 고침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적용 범위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
(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적용 범위 표>

필드 정의는 요구 사항 모듈 필드(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적용 범위 모드

선택한 테스트 구성이 적용되는 엔터티인지 모든 테스트 구성이 적용되는
엔터티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적용 범위 유형

적용 범위의 유형입니다.

엔터티 이름

요구 사항의 이름입니다.

요구 사항 트리의 요
구 사항으로 이동

적용 범위 표에서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요구 사
항 모듈의 요구 사항 트리로 이동하여 선택한 요구 사항을 강조 표시합니
다.

전체 경로 표시

적용 범위 표에서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요구 사
항 트리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HP ALM (12.00)

408/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4장: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요구 사항 트리 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적용 범위에 추가 - 지정된 테스트에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추가합니다.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추가(하위 항목 제외) - 선택한 요구 사항의 하위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적용 범위 표에 추가합니다. 선택한 요구 사항을 두 번 클릭하거
나 적용 범위 표로 끌어서 놓아도 됩니다.

l

지정된 테스트에 테스트 구성이 두 개 이상 포함된 경우 구성 적용 범위 추
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성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
(4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적용 범위에 추가(하위 항목 포함) - 선택한 요구 사항을 하위 요구 사항까
지 포함하여 추가합니다. 테스트 구성 설정 창에 연관된 테스트 구성이 추
가됩니다.

l

참고: 현재 필터와 일치하면서 테스트 적용 범위를 지원하는 유형의
하위 요구 사항만 적용 범위에 추가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요구 사항 적용 범
위를 추가할 때 고급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
급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4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로 고침 - 요구 사항 트리를 새로 고칩니다.
찾기 - 트리에서 특정 요구 사항을 검색합니다.
찾기 상자에서 요구 사항의 이름(또는 이름의 일부)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
합니다. 검색에 성공하면 트리에서 요구 사항이 강조 표시됩니다.
필터 설정 - 요구 사항 트리의 요구 사항을 필터링하고 정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D를 사용하여 요구 사항(으)로 이동 - 요구 사항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요구 사항 ID를 사용하여 특정 요구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필터에 있는 요구 사항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닫기 - 오른쪽 창에서 요구 사항 트리를 숨깁니다.

테스트 구성 설정 탭
이 탭에는 요구 사항 적용 범위와 연관된 테스트 구성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설
정 탭 (46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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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설정 탭
선택한 적용 대상 테스트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조건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조건 추가 - 조건 설정 표에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조건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
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4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건 제거 - 조건 설정 표에서 선택한 기준을 제거합니다.
참고: 마지막 조건이 제거되고 적용 범위가 테스트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새로 고침 - 조건 설정 표를 새로 고침합니다.

구성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적용 범위에 테스트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둘 이상의 테스트 구성이 포함된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2. 요구 사항 선택을 클릭하여 요구 사항 트리 창을 표시합니다.
3.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적용 범위에 추가(하위 항목 제외)
니다. 구성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중요 정보

l

l

l

이 대화 상자는 선택한 테스트에 둘 이상의 테스트 구성이 포함된 경우에만
열립니다.
루트 폴더가 선택되어 있으면 적용 범위에 추가(하위 항목 제외) 버튼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요구 사항 적용 범
위를 추가할 때 고급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
급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4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참고 항목

적용 범위 분석 보기(40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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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이름

테스트 구성의 이름입니다.

설명

테스트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대화 상자를
다시 표시 안 함

이 대화 상자를 숨깁니다.
이 대화 상자를 표시하려면 보기 > 요구 사항 적용 범위 > 고급 적용 범위 표시
대화 상자를 선택합니다.

고급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적용 범위에 조건 및 테스트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를 선
택합니다.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2. 요구 사항 선택을 클릭하여 요구 사항 트리 창을 표시합니다.
3.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적용 범위에 추가
범위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중요 정보

l

l

l

를 클릭합니다. 고급 적용

Business Process Testing: 이 대화 상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대
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트 폴더가 선택되어 있으면 적용 범위에 추가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대화 상자는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조건 및 테스트 구성이 포
함된 경우에만 열립니다.

관련 작업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참고 항목

적용 범위 분석 보기(40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조건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조건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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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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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이 대화 상자를
다시 표시 안 함

이 대화 상자를 숨깁니다.
이 대화 상자를 표시하려면 보기 > 요구 사항 적용 범위 > 고급 적용 범위 표시
대화 상자를 선택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
요구 사항 모듈: 이 탭에서는 요구 사항 트리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이 적용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
델 엔터티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 이 탭에서는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선택한 테스트가 적용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
델 엔터티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하고 요구 사항을 선택한 다음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를 선택하고 테스트(또는 Business Process Testing 흐
름)를 선택한 다음 비즈니스 모델 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모델 엔터티의 대표 요구 사항을 테스트로 변환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에
자동으로 링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요구 사항 및 테스트를 모델 엔터티에 링크(312페이지)

참고 항목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개요(308페이지)

비즈니스 모델 링크 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링크로 추가 - 비즈니스 모델 엔터티를 테스트 또는 요구 사항에 추가할 수 있
도록 오른쪽 창에 비즈니스 모델 트리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트리 창(41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링크에서 제거 - 링크 표에서 선택한 모델 엔터티를 제거합니다.
새로 고침 - 최신 정보를 표시하려면 링크 표를 새로 고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연결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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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활동

선택한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에 링크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활동을 나열
합니다.

경로

선택한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에 링크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경로를 나열
합니다.

모델

선택한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에 링크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나열합니
다.

<연결 표>

표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비즈니스 모델 트리의 모델 엔터티로 이동합니다.
필드 정의는 비즈니스 모델 모듈 필드(32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 트리 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링크로 추가 - 선택한 모델 엔터티를 현재 요구 사항 또는 테스트에 링크합니다.
팁: 모델 엔터티를 두 번 클릭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트리에서 링크 표로 끌
어다 놓아 모델 엔터티를 링크할 수도 있습니다.
엔터티 세부 정보 표시 - 읽기 전용 모드에서 선택한 엔터티에 대한 세부 정보 대
화 상자를 엽니다.
모듈 트리의 엔터티로 이동 - 해당 엔터티 모듈에서 선택한 엔터티의 위치로 이
동하고 엔터티를 강조 표시합니다.
새로 고침 - 비즈니스 모델 트리를 새로 고칩니다.
찾기 - 트리에서 특정 모델 엔터티를 검색합니다.
찾기 상자에서 모델 엔터티의 이름(또는 이름의 일부)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합
니다. 검색에 성공하면 트리에서 엔터티가 강조 표시됩니다.
필터/정렬 - 비즈니스 모델 트리의 엔터티를 필터링하고 정렬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D를 사용하여 모델 폴더로 이동 - 모델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모델 ID를 사용
하여 특정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필터에 있는 모델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닫기 - 오른쪽 창에서 비즈니스 모델 트리를 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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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적용 범위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요구 사항 트리의 선택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을 선
택하고 테스트 적용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으로부터 테스트를 생성하면 테스트 적용 범위가 자동으로 만들
어집니다. 따라서 테스트 적용 범위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범위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로 변환 마법사(27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

다음 요구 사항 유형은 기본적으로 적용 범위를 추가할 수 없도록 설정되
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폴더 및 그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l

적용 범위를 추가하려면 이러한 요구 사항 유형에 대해 테스트 적용 범위
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참고 항목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개요(404페이지)

테스트 적용 범위 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테스트 선택 - 요구 사항에 테스트 적용 범위를 추가할 수 있는 테스트 계획
트리를 오른쪽 창에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트리 창(415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적용 범위에서 제거 - 적용 범위 표에서 선택한 테스트를 제거합니다.
주의: 전체 적용 범위 모드에서 적용 범위를 삭제하면 하위 요구 사항에
서도 적용 범위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상태 필터

적용 범위 표를 상태 유형으로 필터링합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적용 범위 표를 새로 고침합니다.
필터/정렬 설정 - 적용 범위 표에서 테스트를 필터링 및 정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적용 범위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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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전체 적용 범위

선택한 요구 사항에 대한 모든 하위 요구 사항의 테스트 적용 범위를 보여 줍
니다.

<적용 범위 표>

필드 정의는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적용 범위 유형

적용 범위의 유형입니다.

엔터티 이름

테스트의 이름입니다.

적용 범위 상태

테스트의 현재 실행 상태입니다.

적용 범위 모드

테스트 적용 범위에 선택한 테스트와 연관된 모든 테스트 구성이 포함되는지,
특정 테스트 구성만 포함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열의 값은 선택한 구
성 또는 모든 구성일 수 있습니다.

테스트 랩의 테스
트로 이동

적용 범위 표에서 테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테스트 랩 모듈
의 실행 표로 이동하여 선택한 테스트를 강조 표시합니다.

테스트 계획의 테
스트로 이동

적용 범위 표에서 테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테스트 계획 모
듈의 테스트 계획 트리로 이동하여 선택한 테스트를 강조 표시합니다.
표시/숨기기 - 테스트 적용 범위 페이지의 아래 창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테스트 계획 트리 창
이 창에서 요구 사항의 테스트 적용 범위에 테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추가하면 ALM에
서 테스트 구성 창에 표시되는 관련 테스트 구성도 추가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적용 범위에 추가 - 선택한 테스트를 연관된 테스트 구성과 함께 요구 사항의
테스트 적용 범위에 추가합니다. 선택한 테스트를 두 번 클릭하거나 테스트 적
용 범위 표로 끌어서 놓아도 됩니다.
참고: 폴더를 선택할 경우 현재 필터와 일치하는 테스트만 테스트 적용 범
위에 추가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를 추가하는 경우 조
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4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팁: 선택한 테스트 구성을 요구 사항의 테스트 적용 범위에 추가하려면 테
스트 구성 창에서 적용 범위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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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테스트 세부 정보 표시 - 선택한 테스트에 대한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읽기 전
용 모드로 엽니다.
모듈 트리의 테스트로 이동 -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선택한 테스트의 위치로
이동하여 해당 테스트를 강조 표시합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요구 사항 트리를 새로 고칩니다.
필터/정렬 설정 - 트리의 테스트를 필터링 및 정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찾기 - 트리에서 특정 테스트를 검색합니다.
찾기 상자에 테스트 이름(또는 이름의 일부)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합니다.
검색에 성공하면 트리에서 테스트가 강조 표시됩니다.
ID를 사용하여 테스트로 이동 - 테스트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ID를
사용하여 특정 테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필터에 있는 테스트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닫기 - 테스트 계획 트리 창을 숨깁니다.
표시/숨기기 - 테스트 구성 창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테스트 구성 창
이 창에서 요구 사항의 테스트 적용 범위에 선택한 테스트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테스트 구성 창(4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적용 범위 차트 탭
이 탭에는 적용 범위 표에 있는 테스트의 실행 상태를 도표로 보여 주는 원형 차트가 표시됩니다.

테스트 구성 상태 탭
이 탭에는 적용된 테스트와 연관된 구성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상태 탭
(46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조건 설정 탭
선택한 적용 대상 테스트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HP ALM (12.00)

테스트 조건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
십시오.

416/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4장: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조건 추가 - 조건 설정 표에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조건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
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4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조건 제거 - 조건 설정 표에서 선택한 기준을 제거합니다.
새로 고침 - 조건 설정 표를 새로 고침합니다.

분석 설정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는 현재 분석 설정에 따라 요구 사항 및 해당 하위 항목의 적용 범위 상태가 표시됩니
다.
액세스 방법

적용 범위 분석 보기에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참고 항목

적용 범위 분석 보기(40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적용 범위 분석

직접 적용 상태 필드 값을 기반으로 하여 요구 사항의 현재 적용 범위 상태를 계
산합니다. 적용 범위 분석 보기의 적용 범위 분석 필드 아래에 상태가 그래픽으
로 표시됩니다.
직접 적용 상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적용 상태(267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적용 범위 분석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범위 분석(266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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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실행 분석

선택한 주기에 실행된 적용 테스트의 실행을 기반으로 하여 요구 사항의 적용 범
위 상태를 계산합니다. 실행 분석 옵션은 계산 시 직접 적용 상태 필드를 사용하
지 않습니다.
선택한 주기에 실행에 할당되지 않은 테스트에는 No Run 상태가 할당됩니다.
어느 테스트에도 적용되지 않은 요구 사항은 분석 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행 분석 상자에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릴리스 트리가 열립니다. 트리
를 확장하고 적용 범위를 분석할 주기를 선택합니다.
적용 범위 분석 보기의 적용 범위 분석 필드 아래에 상태가 그래픽으로 표시됩니
다. 적용 범위 분석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범위 분석(266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참고: 실행 분석 옵션을 선택한 경우 적용 범위 분석 보기에서 직접 적용 상
태 필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범위 분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는 현재 필터에 따라 요구 사항 및 해당 하위 항목의 적용 범위 상태가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적용 범위 분석 보기에서 요구 사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적
용 범위 분석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참고 항목

적용 범위 분석 보기(40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그래프 영역>

선택한 요구 사항 및 해당 하위 항목의 적용 범위 상태를 표시합니다.
그래프의 섹션을 클릭하면 선택한 상태의 하위 요구 사항 목록이 표시됩니
다.
목록에서 요구 사항을 선택하고 이동을 클릭하여 요구 사항 트리에서 해당
요구 사항을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Failed 영역을 클릭하면 Failed 상태의 요구 사항이 나열됩니다.

클립보드로 복사

HP ALM (12.00)

적용 범위 분석 대화 상자의 스냅샷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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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테스트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를 확장하고 테스트 적용 범위 차트를 표시합니다. 이 원형 차트는
테스트 상태에 따라 그룹화된 요구 사항의 전체 테스트 적용 범위를 그래픽
으로 표시합니다.
차트의 섹션을 클릭하면 요구 사항 및 해당 하위 항목에 적용되는, 선택한 상
태의 테스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상태 필터가 차트에서 선택한 영역의 상태
로 설정된 테스트 적용 범위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적
용 범위 페이지(4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상위 요구 사항에 모두 동일한 테스트가 적용되는 여러 하위 항목
이 있는 경우 이 테스트는 상위 요구 사항의 테스트 적용 범위 차트에 한
번만 포함됩니다.

조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테스트에 대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요구 사항 모듈의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에 있는 요구 사항 트리에서 요
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적용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선택
을 클릭하여 창의 오른쪽에 테스트 계획 트리 창을 표시합니다.
2. 테스트 계획 트리 창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를 선택하고 적용 범위
에 추가

를 클릭합니다. 또는 테스트 구성 창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의 테스트 구성을 선택하고 적용 범위에 구성 추가
다. 조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를 클릭합니

중요 정보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조건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참고 항목

적용 범위 분석 보기(40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이름

조건의 이름입니다.

설명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대화 상자를
다시 표시 안 함

이 대화 상자를 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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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 상자를 표시하려면 보기 > 테스트 적용 범위 > 조건 적용 범위 표시를 선
택합니다.

41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4장: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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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장: 테스트 매개 변수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매개 변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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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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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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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매개 변수 개요
테스트에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매개 변수는 정의된 테스트 외부의 값을 할당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매번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같은 테스트를 여러 번 실
행할 수 있으므로 테스트의 유연성이 커집니다.
수동 테스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내부에서 설계 단계에 매개 변수를 추가하거나 다른
테스트에서 매개 변수를 호출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테스트의 일부로서 수행할 일반적인 단
계가 있는 경우에 이 기능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사용자 로그인을 실행
하는 Login_Template 템플릿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테스트를 시작할 때 이 테스트를 호
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 테스트에서는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하고 일부 테스트에서는 프로
젝트 관리자로 로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user name>>>과 <<<password>>>의 두 매개 변수를 작성한 다음 Login_
Template을 호출하는 테스트의 유형에 따라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로 가장 자주 로
그인하는 경우에는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일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테스트의 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는 방법(43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테스트로 작업할 때 테스트 내부에서 테스트 스크립트의 매개 변수를 정의하거나 공유 테스트
리소스 파일에서 매개 변수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리소스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
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 방법(42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 방법
이 작업에서는 테스트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테스트 매개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매개 변수 개요(4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usiness Process Testing/UFT: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는 GUI 테스트 테스트 유형을 사용할 때 테
스트 매개 변수로 작업하는 데 서로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및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422페이지)

l

테스트 매개 변수 정의(422페이지)

l

설계 단계에 매개 변수 추가(423페이지)

l

매개 변수에 실제 값 할당(423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트리에 수동 테스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
법(36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테스트 매개 변수 정의

HP ALM (12.00)

422/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5장: 테스트 매개 변수

매개 변수 탭에서, 테스트 설계 단계에서 사용할 테스트 매개 변수를 계획하고 정의합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테스트 매개 변수/테스트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428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설계 단계에 매개 변수 추가
설계 단계를 만드는 동안 설계 단계에 매개 변수를 추가하려면 매개 변수 삽입
을 클릭합니
다.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매개 변수 탭/매개 변수 대
화 상자(4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설계 단계의 설명 또는 예상 결과에서 <<<parameter name>>> 구문을 사용하여 새로
운 또는 기존 매개 변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새 매개 변수를 입력한 경우 테스트 매개 변수 표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설계 단계의 매개 변수 이름에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 <<< 및 >>> 문자를 포함하여 전체 매개 변
수 이름에 동일한 서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assword>>> 매개 변수에 기울임
꼴을 적용하려면 password 단어만이 아닌 전체 문자열 <<<password>>>에 기울임꼴을 적
용해야 합니다.

4.

매개 변수에 실제 값 할당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ALM에서 테스트에 포함된 매개 변수에 실제 값을 할당하라는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실제 값은 테스트 실행 중에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매개 변수 기본값을 가져와
서 실제 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는 테스트를 설계하는 세 단계에서 실제 값을 할당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테스트의 매개 변수 대화 상자(429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정책에 따라 다음 단계 중 언제든지 실제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n

매개 변수가 포함된 테스트를 호출할 때 - 테스트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에 실제 값을 할당할
경우 호출 테스트에서 만드는 각 테스트 인스턴스에 자동으로 값이 적용됩니다.

n

테스트 인스턴스를 만들 때 - 테스트 인스턴스를 만들 때 매개 변수에 실제 값을 할당할 경우
각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에 자동으로 값이 적용됩니다.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행 설정 보기에
서 테스트 인스턴스에 실제 값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 실행 설
정 보기(57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테스트를 실행할 때 - 테스트 실행에 대한 매개 변수에 실제 값을 할당할 경우 이 값은 해당
테스트 실행에만 적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테스트는 null 값을 사
용하여 실행됩니다.

이러한 각 단계에서는 아직 값이 할당되지 않은 매개 변수에만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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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탭/매개 변수 대화 상자

424

새 테스트 매개 변수/테스트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

428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테스트의 매개 변수 대화 상자

429

매개 변수 탭/매개 변수 대화 상자
매개 변수 탭에서 테스트 매개 변수를 만들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서 테스트 단계에 테스트 매개 변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매개 변수 탭: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매개 변수 탭을 클릭합니다.
매개 변수 대화 상자: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또는 흐름 이외의 테
스트)를 선택하고 설계 단계 탭을 클릭합니다. 설계 단계를 두 번 클릭하고 설
명 또는 예상 결과 필드에 커서를 놓습니다. 매개 변수 삽입
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을 클릭합니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서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 나면 <<<parameter
name>>> 구문을 사용하여 설계 단계의 커서 위치에 매개 변수가 삽입됩니다.
l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 방법(422페이지)

l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l

테스트 매개 변수 개요(422페이지)

l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리소스로 이동 - 테스트 리소스 트리로 이동한 다음 선택한 리소스를
강조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자동 테스트 유형
리소스 미리 보기 - 선택한 테스트 리소스의 컨텐츠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자동 테스트 유형

HP ALM (12.00)

424/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5장: 테스트 매개 변수

UI 요소

설명
매개 변수 매핑 - 매개 변수 매핑 대화 상자를 열고 매개 변수 이름을
선택한 테스트 리소스 파일의 열 이름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매핑된 값 열 아래에 각 매개 변수 이름에 대한 테스트 리소스 열 이름
을 입력합니다.
사용 가능: 자동 테스트 유형
새 매개 변수 - 새 테스트 매개 변수 대화 상자를 열고 새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테스트 매개 변수/테스트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4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삭제 - 현재 선택된 매개 변수를 삭제합니다. 설계 단계에 포함된 매
개 변수를 삭제할 경우 해당 매개 변수가 다음 구문을 통해 일반 텍스
트로 바뀝니다. <매 개 변 수 이 름 >
새로 고침 - 테스트 매개 변수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필터/정렬 설정 - 테스트 매개 변수 필터링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매개 변수 표의 테스트 매개 변수를 필터링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도
구 모음 아래에 현재 적용된 필터 또는 정렬 순서가 표시됩니다. 자세
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매개 변수 세부 정보 - 테스트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매개 변수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테스
트 매개 변수/테스트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4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위로 이동 - 선택한 매개 변수를 목록에서 위로 이동합니다.
팁: Business Process Testing 반복 페이지 등 다른 탭 및 대화
상자에서 매개 변수가 표시되는 순서는 매개 변수 페이지에 정의
된 순서를 따릅니다.
사용 가능: BUSINESS-PROCESS, FLOW, MANUAL, QAINSPECT_
TEST, QUICKTEST_TEST, SERVICE-TEST, SYSTEM-TEST 및
VAPI-XP-TEST 테스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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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아래로 이동 - 선택한 매개 변수를 목록에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팁: Business Process Testing 반복 페이지 등 다른 탭 및 대화
상자에서 매개 변수가 표시되는 순서는 매개 변수 페이지에 정의
된 순서를 따릅니다.
사용 가능: BUSINESS-PROCESS, FLOW, MANUAL, QAINSPECT_
TEST, QUICKTEST_TEST, SERVICE-TEST, SYSTEM-TEST 및
VAPI-XP-TEST 테스트 유형

데이터 리소스

각 테스트 구성에 대한 매개 변수 값 집합을 포함하는 외부 Microsoft
Excel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동적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정의
된 구성에서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적 데이터 연결 방법
(45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계획 모듈의 매개 변수 탭.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
스트 스크립트 탭에서 매개 변수 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필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BUSINESS-PROCESS, FLOW, MANUAL, QAINSPECT_
TEST, QUICKTEST_TEST, SERVICE-TEST, SYSTEM-TEST 및
VAPI-XP-TEST 테스트 유형
리소스로 이동 - 동적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구성에서 사용합니다. 테
스트 리소스 모듈의 리소스를 엽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계획 모듈의 매개 변수 탭.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
스트 스크립트 탭에서 매개 변수 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필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BUSINESS-PROCESS, FLOW, MANUAL, QAINSPECT_
TEST, QUICKTEST_TEST, SERVICE-TEST, SYSTEM-TEST 및
VAPI-XP-TEST 테스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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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리소스 미리 보기 - 동적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구성에서 사용합니다.
테스트가 실행될 때 구성에 사용되는 실제 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습
니다.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는 리소스 미리 보기 대화 상자의 데
이터 리소스에서 지정합니다.
리소스 미리 보기 대화 상자는 테스트 리소스 모듈의 리소스 뷰어 탭
과 비슷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
오.
사용 가능: 테스트 계획 모듈의 매개 변수 탭.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
스트 스크립트 탭에서 매개 변수 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필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BUSINESS-PROCESS, FLOW, MANUAL, QAINSPECT_
TEST, QUICKTEST_TEST, SERVICE-TEST, SYSTEM-TEST 및
VAPI-XP-TEST 테스트 유형
매개 변수 매핑 - 동적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구성에서 사용합니다.
Excel 파일의 매개 변수 이름을 ALM의 매개 변수 이름에 매핑하여 외
부 Microsoft Excel 파일로부터 매개 변수 값 집합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적 데이터 연결 방법(451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계획 모듈의 매개 변수 탭.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
스트 스크립트 탭에서 매개 변수 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BUSINESS-PROCESS, FLOW, MANUAL, QAINSPECT_
TEST, QUICKTEST_TEST, SERVICE-TEST, SYSTEM-TEST 및
VAPI-XP-TEST 테스트 유형

정렬 기준

필터 설정 대화 상자에 정의된, 매개 변수가 나열되는 순서를 지정합
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매개 변수 필드>

테스트 매개 변수에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리소스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서 테스트 리소스 파일을 로드합니다. 테스트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옵션은 자동 테스트 유형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 테스트 리소스가 매개 변수에 할당되었지만 나중에 삭제된
경우 데이터 리소스 필드가 읽기 전용이 되고 깨진 관계 이미지
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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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기본값

매개 변수의 기본값입니다.

설명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용됨

매개 변수가 설계 단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새 테스트 매개 변수/테스트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새 테스트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서는 테스트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는 테스트 매개 변수 세부 정보를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
다.
액세스 방법

새 테스트 매개 변수: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매개 변수 탭을 클릭합니다. 새 매개
변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테스트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테스트 매개 변수 세부 정보: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매개 변수 탭을 클릭합니다. 매개 변
수를 선택하고 매개 변수 세부 정보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버튼을 클릭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유형을 사용할 때 테
스트 매개 변수로 작업하는 데 서로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 방법(422페이지)

l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테스트 매개 변수 개요(42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첫 번째/이전 다음/마지막 엔터티 - 테스트 매개 변수를 탐색할 수 있습니
다.
사용 가능: 테스트 매개 변수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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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모든 필드를 지웁니다.
사용 가능: 새 테스트 매개 변수 대화 상자

세부 정보 탭

테스트 매개 변수에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모
듈 필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매개 변수의 기본값입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설명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테스트의 매개 변수 대화 상자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서는 호출된 테스트에 포함된 매개 변수의 실제 값을 보고 할당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의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서는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행의 매개 변수에 대한 실제 값
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l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설계 단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 호출을 선택합니다.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테스트에 매개 변수가 포함된 경우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설계 단계 탭을 클릭합니다. 테스
트에 대한 호출이 포함된 단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열립
니다.
테스트 랩 모듈에서 매개 변수가 포함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테스트의 매
개 변수 대화 상자에서 매개 변수에 실제 값을 할당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중요 정보

아직 실제 값을 할당하지 않은 매개 변수만 표시됩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 방법(422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매개 변수 개요(4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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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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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열 선택 - 대화 상자에 표시할 필드 및 표시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선택한 매개 변수에 대해 실제 값 열의 값을 기본값 열의 값으로 바꿉니
다.

사용됨

매개 변수가 설계 단계에 포함되었는지 나타냅니다.

매개 변수 이름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다.

기본값

매개 변수의 기본값입니다.

실제 값

테스트 실행 중에 매개 변수에 사용되는 실제 값입니다.
실제 값 열 또는 탭에 실제 값을 입력합니다.

설명

HP ALM (12.00)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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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설계 개요
테스트 계획 트리에 테스트를 추가하고 나면 설계 단계를 정의하여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는 방법(43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단계를 정의한 후 테스트를 수동과 자동 중 어느 방법으로 수행할지 결정합니다.
수동 테스트의 경우에는 단계를 정의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행하고, 각 단계의 결과를 기록합니
다. 테스터의 응답이 필요한 테스트, 사용성 테스트, 한 번 실행하는 테스트, 즉시 실행해야 하는 테스
트, 응용 프로그램 지식이 필요한 테스트, 예측 가능한 결과가 없는 테스트에는 수동 테스트를 사용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편 예약 응용 프로그램에서 대화 상자를 사용하기 쉬운지 확인하는 테스트는 사용자
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스트는 수동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자동 테스트의 경우에는 테스트 전문가가 자세한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기반으로 설계 단계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테스트에서는 HP 테스트 도구나 타사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 테
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자동화(432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설계의 일부로서 다른 수동 테스트에 대한 호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호출하는 테스트를 실
행하면 호출된 테스트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다른 테스트의 일부로서 수행할 일반적인 단계가 있는
경우에 이 기능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양한 테스트에 로그인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응용 프로
그램을 시작하면 사용자 로그인을 실행하는 Login_Template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테
스트를 시작할 때 이 테스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한 테스트에는 테스트 매개 변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호출하는 테스트의 유형에 따
라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출된 테스트를 실행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수동 테스트의 매개 변
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매개 변수 개요(4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는 방법(43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자동화
테스트를 계획할 때 자동화할 테스트를 결정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자동화하면 테스트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Unified Functional Testing, LoadRunner, Visual API-XP 등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자동화하면 무인으로 테스트를 고속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다시 사용하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 벤치마크, 단위, 스트레스, 로드의 테스트나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의 자동화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문제를 고려하십시오.

실행 빈도
응용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에서 실행하는 테스트는 자동화 후보로 좋습니다. 여기에는 응용 프로
그램 전체에서 기본 기능을 확인하는 온전성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이
있을 때마다, 깊이 있는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테스트를 실행하여 새로운 버전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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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작업에 여러 데이터 값을 사용하는 테스트(데이터 기반 테스트) 역시 자동화 후보로 좋습니다.
매번 다른 입력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같은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과정은 지루하고 효율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자동화된 데이터 기반 테스트를 작성하면 여러 데이터 집합에 대해 하나의 테스
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드 테스트
여러 번 실행하는 테스트(스트레스 테스트)와 다중 사용자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을 확인하는 테
스트(로드 테스트)도 자동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테스트를 천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것은 심하게 비실용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
번 반복해서 실행되는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자동화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테스트에 사용자의 개입이 많이 필요할수록 자동화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
동화하지 말아야 할 테스트 사례입니다.
l

응용 프로그램을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 확인할 사용 모델을 제공하는 사용성 테스트

l

한 번만 실행하면 되는 테스트

l

즉시 실행해야 하는 테스트

l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지식과 직관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

l

예측 가능한 결과가 없는 테스트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는 방법
테스트 계획 트리에 테스트를 추가한 후에 테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테스터가 수행해야 하는 단계별
세부적인 지침을 설명합니다. 테스트 단계마다 수행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368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설계 개요(4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434페이지)

l

테스트 단계 만들기(434페이지)

l

템플릿 테스트 호출 – 선택 사항(435페이지)

l

자동 테스트 생성 – 선택 사항(435페이지)

l

결과(4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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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트리에 정의된 테스트 및 테스트 기본 정보입니다.
테스트 만들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테스트 단계 만들기
테스터가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수행해야 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테스트 단계에는 응용 프로
그램에서 수행할 수행, 입력할 입력, 예상 결과가 포함됩니다.
테스트 단계를 만드는 방법:
a.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보기 > 테스트 계획 트리를 선택하고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b. 설계 단계 탭을 클릭합니다.
c. 기존 설계 단계가 있으면 새 단계를 추가할 아래 단계를 선택합니다.

d. 새 단계
를 클릭합니다. 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설계 단계 탭/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437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e. 설계 단계에 매개 변수를 추가하려면 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매개 변수 삽입
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 방
법(42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예
Mercury Tours 응용 프로그램에서 항공편 예약 기능을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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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단계를 만듭니다.

3.

템플릿 테스트 호출 – 선택 사항
테스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침(예: 응 용 프 로 그 램 에 로 그 인 )을 포함하려면 공통 지침
을 포함하는 테스트 내에서 템플릿 테스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템플릿 테스트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템플릿 테스트를 호출하는 방법:
a. 템플릿 테스트를 포함할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b. 설계 단계 탭을 클릭합니다.
c. 기존 설계 단계가 있으면 템플릿 테스트를 호출할 아래 단계를 선택합니다.
d. 테스트 호출

을 클릭합니다.

e. 테스트 선택 대화 상자에서 호출할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테스트 선택 대화 상자(44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템플릿 테스트에 대한 호출이 선택한 단계 아래에 삽입됩니다. 테스트를 실행하면 템
플릿 테스트의 설계 단계가 이에 맞게 나열됩니다.
4.

자동 테스트 생성 –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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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테스트 단계를 만든 후 자동 테스트처럼 테스트를 실행할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테스
트 스크립트 골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n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기 전에 자동 테스트를 생성하거나 테스트를 만들 때 자동 테스트
유형을 선택하여 자동 테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

테스트를 자동화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테스트 자동화(4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자동 테스트 유형 목록은 테스트 유형(3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테스트를 생성하는 방법:
설계 단계 탭에서 스크립트 생성

을 클릭하고 변환할 자동 테스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수동 테스트 단계에 나타난 텍스트가 생성된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주석으로 표시됩니다. 수동
테스트에 매개 변수가 있으면 이 매개 변수도 주석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예
항공편 예약 응용 프로그램에서 로그인 메커니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단계를 추가한 후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Unified
Functional Testing GUI 테스트를 사용하여 자동 테스트 스크립트를 완료합니다.
5.

결과
추가한 설계 단계가 설계 단계 탭에 나타납니다. 설계 단계를 테스트에 처음 추가하면 테스트 계
획 트리의 해당 테스트 옆에 발자국 모양의 아이콘
계가 정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은 테스트의 단

설계 단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단계 탭/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437

테스트 스크립트 탭

441

테스트 선택 대화 상자

442

대상 프로젝트에 설계 단계 붙여넣기 대화 상자

443

조건 탭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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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 탭/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설계 단계 탭에서는 선택한 테스트에 대한 설계 단계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 세부 정
보 대화 상자에서는 각 설계 단계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설계 단계 탭: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 계획 트리의 테스트를 선택하고 설
계 단계 탭을 클릭합니다.
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 계획 트리의 테
스트를 선택하고 설계 단계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
니다.
l

l

중요 정보

l

l

설계 단계 표 또는 설계 단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단계를
선택합니다.
설계 단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계 편집을 선택합니다.
설계 단계의 매개 변수 이름에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 <<< 및 >>> 문자를 포
함하여 전체 매개 변수 이름에 동일한 서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assword 매개 변수에 기울임꼴을 적용하려면 password 단어만이 아닌
전체 문자열 <<<password>>>에 기울임꼴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탭 또는 대화 상자의 사용자 정의 필드에 2,500자 미만을 지정하면 성능
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는 방법(433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설계 개요(43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설계 단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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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새 단계 - 설계 단계 편집기 대화 상자에서 새 설계 단계를 만듭니다.
선택한 단계 아래에 새 단계가 추가됩니다.
단계 편집 - 설계 단계 편집기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설계 단계를 엽니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탭
단계 번호 다시 매기기 - 설계 단계의 번호를 순서대로 다시 매깁니다. 이
명령은 단계를 재정렬한 후에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탭
선택한 항목 삭제 - 선택한 설계 단계를 삭제합니다.
단계 복사/붙여넣기 - 선택한 설계 단계를 복사하여 동일한 프로젝트의 다
른 테스트 또는 다른 프로젝트에 붙여넣습니다. 복사된 설계 단계는 선택한
단계 위에 삽입됩니다.
설계 단계를 다른 프로젝트에 붙여 넣으면 대상 프로젝트에 설계 단계 붙여
넣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대상 프로젝트
에 설계 단계 붙여넣기 대화 상자(44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설계 단계에 포함된 매개 변수는 대상 테스트로 복사됩니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탭
첨부 파일 - 선택한 설계 단계에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첨부 파일 페
이지를 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을 추가하면 설계 단계 표에서 적절한 설계 단계 옆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참고: 설계 단계에 첨부 파일을 추가하는 경우 테스트를 실행할 때마다
첨부 파일의 복사본이 생성됩니다.
테스트 호출 - 다른 수동 테스트를 호출할 수 있는 테스트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테스트 선택 대화 상자(442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호출은 선택한 단계 아래에 새 설계 단계로 삽
입됩니다.
팁: 호출 테스트로 돌아가려면 설계 단계 표의 왼쪽 위 모서리에서
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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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스크립트 생성 - 테스트를 해당하는 자동 테스트 도구에서 실행하는 자동
테스트 유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자동화할지 여부를 결정하
려면 테스트 자동화(4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참조 내용은 테스트 유형(3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은 현재 설계 단계를 기반으로 하여 테스트 스크립트 골격을 생성합니
다.
자동화한 테스트 옆의 테스트 아이콘이 자동 테스트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참고:
l

l

테스트를 자동화한 후에는 다시 수동 테스트 유형으로 변환할 수 없
습니다.
흐름 이외의 자동 테스트 유형의 경우 이 버튼을 사용하여 다른 테
스트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탭
매개 변수 삽입 - 설명 또는 예상 결과 필드에 테스트 매개 변수를 삽입할
수 있는 매개 변수 대화 상자를 엽니다. 커서 위치에 매개 변수가 삽입됩니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매개 변수 탭/매개 변수 대화 상자(42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찾기 - 설계 단계 탭에서, 특정 필드에서 텍스트를 찾을 수 있는 찾
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찾기 대화 상자(8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찾기/바꾸기 - 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필드에
서 지정된 문자열을 찾거나 바꿀 수 있는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엽니
다.
열 선택 - 표에 표시할 열 및 표시되는 순서를 정의할 수 있는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
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탭
행 높이 조정 - 테스트에 있는 단계의 행 크기를 조정합니다. 텍스트가 긴
경우 설명 또는 예상 결과 열에서 모든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팁: 단일 단계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마우스를 단계 아래 눈금선의 회색
사이드바에 놓습니다. 커서가 세로 화살표로 바뀝니다. 눈금선을 위 또
는 아래로 끕니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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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단계 저장 - 설계 단계를 프로젝트에 저장합니다. 길이가 긴 텍스트를 입력
할 경우 단계 저장 버튼을 사용하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이동/위로 이동 - 설계 단계 표에서 선택한 설계 단계를 위 또는 아
래로 이동합니다.
팁: 또는 설계 단계를 선택하고 새 위치로 끌어다 놓습니다.
뒤로 - 현재 열려 있는 템플릿 테스트를 호출한 테스트로 돌아갑니다. 템플
릿 테스트 호출을 삽입하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테스트 호출
– 선택 사항(43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탭

<설계 단계 표>

선택한 테스트에 포함된 설계 단계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탭

첨부 파일

설계 단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설명

테스터가 수행할 지침입니다.
참고:
l

l

설명 필드에 포함된 테스트 매개 변수는 <<< >>> 괄호로 묶습니
다.
설계 단계 탭: 단계가 다른 테스트에 대한 호출인 경우 설명 필드에
는 호출된 테스트에 대한 링크 및 호출된 테스트에 포함된 매개 변
수의 실제 값이 표시됩니다.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의 실제 값을
편집하려면 링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호출된 테스
트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팁:
l

l

세부 정보

이 필드를 클릭하면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 2,500자 미만을 지정하면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 세부 정보입니다. 필수 필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 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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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예상 결과

단계 지침을 수행한 후에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팁:
l

l

l

단계 이름

이 필드를 클릭하면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예상 결과 필드에 포함된 테스트 매개 변수는 <<< >>> 괄호로 묶
습니다.
이 필드에 2,500자 미만을 지정하면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계의 이름입니다.
기본값: 설계 단계의 일련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에 처음으로 단계
를 추가할 경우에는 Step 1입니다.
참고: 단계가 다른 테스트에 대한 호출인 경우 단계 이름 필드에는 호
출된 테스트에 대한 링크 및 호출된 테스트에 포함된 매개 변수의 실제
값이 표시됩니다.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의 실제 값을 편집하려면 링
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를 선
택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탭
이 탭에는 선택한 테스트에 대해 지정된 테스트 도구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스크립트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자동 테스트 유형

중요 정보

l

l

l

l

HP ALM (12.00)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스크립트 탭
- 시스템 테스트(47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및 흐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스크립트 탭에는 UFT 등 해당하는 테스트 도구에서 설계된 요소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동 테스트를 처음 만들면 시작 버튼만 표시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테스트 도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지에서 적절한 Addin을 설치한 경우에만 API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Add-in 설치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44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6장: 테스트 설계

관련 작업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는 방법(433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자동화(43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시작

해당하는 테스트 도구에서 테스트 스크립트를 표시합니다.

테스트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호출되는 수동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 계획 트리의 테스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단
계 탭을 클릭합니다.
2. 수동 테스트 호출을 추가할 설계 단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
고 테스트 호출을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호출되는 테스트에 매개 변수가 있으면 실제 매개 변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테스트에
서 만들어진 실제 값이 테스트 인스턴스에 사용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테스트의 매개 변수 대화 상자
(42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테스트 단계를 설계하는 방법(433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설계 개요(43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엔터티 세부 정보 표시 - 읽기 전용 모드에서 선택한 엔터티에 대한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새로 고침 - 최신 테스트를 표시하도록 테스트 트리를 새로 고침합니다.
필터/정렬 - 필터 테스트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계획 트리의 테스트를
필터링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찾기 -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특정 테스트를 검색합니다.
찾기 상자에 테스트 이름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에 성
공하면 트리에서 테스트가 강조 표시됩니다. 그 다음 일치하는 테스트를
강조 표시하려면 찾기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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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ID를 사용하여 테스트로 이동 - 테스트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ID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계획 트리>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수동 테스트가 있는 폴더를 표시합니다. 템플릿 테
스트만 표시 확인란이 선택된 경우 템플릿 테스트가 있는 폴더만 표시됩
니다.
트리를 확장하여 호출할 테스트를 찾습니다.

템플릿 테스트만 표시

ALM에서 템플릿 테스트만 표시하도록 지정합니다. 템플릿 테스트 이외
의 테스트를 선택하려면 이 확인란 선택을 취소합니다.

대상 프로젝트에 설계 단계 붙여넣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설계 단계를 한 프로젝트의 테스트에서 다른 프로젝트의 테스트로 복사하는 방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원본 프로젝트에서 설계 단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복사를
선택합니다.
2. 개별 브라우저 창에서 대상 프로젝트를 엽니다.
3. 대상 프로젝트에서 복사한 단계를 삽입할 설계 단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으로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원본 및 대상 프로젝트는 동일한 ALM 버전 및 패치 수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설계 단계를 복사한 후 기
존의 관련 엔터티로 링크

ALM은 설계 단계를 복사한 후 대상 프로젝트에 붙여넣습니다. 복사
된 설계 단계는 동일한 이름의 기존 테스트에 링크됩니다. 대상 프로
젝트에 호출된 테스트가 없는 경우 ALM은 이 설계 단계를 대상 프로
젝트로 복사합니다.

설계 단계 및 관련 엔터티
복사

ALM은 설계 단계 및 호출된 테스트를 복사한 후 대상 프로젝트에 붙
여넣습니다. 대상 프로젝트에 호출된 테스트 이름이 이미 있는 경우
중복된 테스트 이름을 해결하기 위해 복사한 호출된 테스트 이름이
바뀝니다.

관련 엔터티를 복사하지 않
고 설계 단계 복사

ALM은 호출된 테스트를 복사하지 않고 설계 단계를 복사한 후 대상
프로젝트에 붙여넣습니다. 복사된 설계 단계는 호출된 테스트에 링
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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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탭
이 탭에서는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의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를 선택하고 조건 탭을 클릭합
니다.

중요 정보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조건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항목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개요(40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새로 고침 - 조건 표를 새로 고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여 선택한 구성 요소를 강조 표시합니다.

이름

조건의 이름입니다.

실행 상태

조건의 현재 실행 상태입니다. 실행 상태는 Failed, N/A, No Run, Not
Completed, Passed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

조건을 만든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만든 날짜

조건을 만든 날짜입니다. 기본적으로 만든 날짜는 조건이 생성된 서버 날
짜로 설정됩니다.

설명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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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구성 개요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는 테스트 실행 시 사용할 데이터 집합을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 인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인식 기능 중 하나가 테스트 구성을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테스트 구성:
l

테스트 재사용 가능(446페이지)

l

요구 사항 적용 범위 개선(446페이지)

테스트 재사용 가능
테스트 구성은 기본적으로 테스트에서 데이터 바인딩을 해제하여 테스트를 일반화하고 테스트의 재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테스트 구성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l

여러 테스트 간에 일반 데이터 소스를 공유합니다.

l

다양한 사용 사례를 매번 다른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테스트합니다.
예
테스트 구성에서 데이터의 하위 집합 또는 테스트가 사용해야 할 런타임 환경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Windows 환경과 UNIX 환경에서 동일한 테스트를 확인하려는 경우 하나의 테스트를 두 개
의 테스트 구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구성용 매개 변수 값에는 Windows 전용
값(예: 경로 이름의 백슬래시)을 포함할 수 있고, UNIX 구성에는 UNIX 전용 값(예: 경로 이름
의 슬래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테스트 구성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념 설명은 테스트 구성 데이터(4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적용 범위 개선
테스트 구성을 사용하여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더 자세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요구 사항을 테스
트 수준에서만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대신 특정 테스트 구성에 요구 사항을 링크할 수 있습니다.
예
같은 테스트의 서로 다양한 테스트 구성을 각 요구 사항에 연결하여 한 테스트로 여러 개의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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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에서는 테스트 구성 데이터(447페이지)도 다룹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구성 데이터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에서는 테스트 구성 실행 시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 구성에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l

정적(447페이지)

l

동적(447페이지)

정적
정적 데이터는 ALM 내에서 데이터를 표에 직접 입력하여 테스트 구성에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연결할 데이터의 양이 작을 때 정적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정적 데이터와 테스트 구성의 연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적 데이터 연결 방법(4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동적
동적 데이터는 외부 Microsoft Excel 파일을 만들어 ALM에 테스트 리소스로 업로드한 다음 테스트
구성과 연결하여 테스트 구성에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외부 파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편리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동적 데이터를 사용합
니다.
팁: 테스트의 모든 테스트 구성에 대한 기본 동적 데이터 집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테스
트 구성에 대한 기본값을 다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ALM에 다음과 같이 동적 데이터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

l

테스트 수준에서 - 테스트 수준에서 모든 매개 변수가 들어 있는 Microsoft Excel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Microsoft Excel 파일은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데이터 테이블로 업로드된 후
테스트 계획 모듈의 매개 변수 탭에 있는 테스트 구성과 연결됩니다.
구성 수준에서(테스트 수준의 데이터 리소스 다시 정의) - 테스트와 연결된 기본 테스트 수준 데
이터 리소스 파일 전체를 다시 정의하는 대체 Microsoft Excel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Microsoft Excel 파일은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데이터 테이블로 업로드된 후 테스트 계획 모듈
의 테스트 구성 탭에 있는 특정 구성과 연결됩니다.

동적 데이터와 테스트 구성의 연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적 데이터 연결 방법(45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유형 및 테스트 구성 데이터 연결
테스트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테스트 구성 데이터 연결 방법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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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유형

정적

동적

BUSINESS-PROCESS

ü

ü

FLOW

û

û

LR-SCENARIO

û

û

MANUAL

ü

û

PERFORMANCE-TEST

û

û

QAINSPECT_TEST*

ü

ü

QUICKTEST_TEST

û

ü

SERVICE-TEST

û

ü

SYSTEM-TEST*

ü

ü

VAPI-XP-TEST*

ü

ü

VuGenScript

û

û

* ALM 내에서 이러한 테스트 유형에 대한 테스트 구성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 연결된 구
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유형의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다른 도구(예: OTA API)에서 테스트를 실행
하십시오.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
이 작업에서는 테스트 구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고: 테스트 구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주 창에서 도움말 >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449페이지)

l

테스트 구성 정의(449페이지)

l

데이터와 각 테스트 구성의 연결(449페이지)

l

적용 범위 만들기 - 선택 사항(449페이지)

l

테스트 집합 정의(449페이지)

l

테스트 결과 보기(4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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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구성 요소
n

테스트 구성을 통해 테스트 적용 범위를 자세히 지정하려면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을 만드는 방법(2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n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를 정의합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를 작성하면 테스
트와 동일한 이름의 테스트 구성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테스트 만들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테스트 매개 변수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매개 변수 사용 방법(422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2.

테스트 구성 정의
a.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테스트 구성 탭(45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b. 테스트에 대한 구성을 만듭니다. 새 테스트 구성
버튼을 클릭하고 테스트 구성 세부 정
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 테스트 구성/테스트 구성 세
부 정보 대화 상자(4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 테스트 구성을 선택하고 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d. 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탭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탭에 표시되는 필드
는 테스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3.

데이터와 각 테스트 구성의 연결
테스트 유형에 따라 테스트 구성에 정적 데이터, 동적 데이터, 또는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는 사용 가능한 옵션이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유형 및 테스트 구성 데이터 연결(44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정적 데이터(ALM의 표에 직접 입력되는 데이터) 연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적 데이터
연결 방법(4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동적 데이터(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에 외부적으로 저장되는 데이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적 데이터 연결 방법(45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적용 범위 만들기 - 선택 사항
테스트 또는 특정 테스트 구성에 요구 사항을 링크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범위
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테스트 집합 정의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을 정의합니다.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에 정의된 테스트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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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요구 사항 적용 범위에 따라 테스트 구성을 포함할 수도 있습
니다.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면 각 테스트 구성에 정의된 설정에 따라 데이터 집합에서 매개 변수
값이 검색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6.

테스트 결과 보기
테스트 집합 실행 결과를 봅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정적 데이터 연결 방법
이 작업에서는 ALM의 정적 테스트 구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적 데이터 정의를 사용하면 테스트에 사용할 매개 변수 값 집합을 ALM 내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
습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정적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구성을 만들고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 랩 모듈에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정적 구성 선택(450페이지)

l

반복 생성(Business Process Testing)(450페이지)

l

매개 변수 값 수정(450페이지)

1.

정적 구성 선택
테스트 계획 모듈 > 테스트 구성 탭에서 데이터 탭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유형이 정적 데이터와
동적 데이터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 정적을 선택합니다.
정적 구성에 대한 데이터 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탭: 정적 보기
(45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반복 생성(Business Process Testing)
Business Process Testing: 기존 반복 및 테스트 매개 변수 기본값은 표에 표시됩니다. 필요
에 따라 반복을 추가/제거합니다.
반복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
조하십시오.

3.

매개 변수 값 수정
기존 반복 및 테스트 매개 변수 기본값은 표에 표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매개 변수 값을 수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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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정적 매개 변수 값을 수정하려면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 실제 값 필드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합니다.

동적 데이터 연결 방법
이 작업은 ALM에서 동적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적 데이터 정의를 사용하여 외부 Microsoft Excel 파일에서 테스트에 사용할 매개 변수 값 집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팁: 동일한 Microsoft Excel 파일을 여러 테스트의 데이터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451페이지)

l

Microsoft Excel에서 데이터 테이블 만들기(451페이지)

l

ALM 테스트 리소스 만들기 (452페이지)

l

테스트에 데이터 테이블 테스트 리소스 연결(453페이지)

l

리소스 매개 변수에 테스트 매개 변수 매핑 (453페이지)

l

반복 범위를 선택하여 데이터 필터링 — 선택 사항(453페이지)

l

테스트 구성에 대체 데이터 테이블 연결 - 선택 사항(453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UFT 자동 테스트에 동적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Unified Functional
Testing Add-in for Business Process Testing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Unified
Functional Testing Add-in for Business Process Testing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지(도움말 > Add-in)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Microsoft Excel에서 데이터 테이블 만들기
이 데이터 테이블에는 각 테스트 구성 반복에 대한 매개 변수 값으로 사용될 값 행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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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crosoft Excel에서 스프레드시트를 만듭니다.
b. Sheet1 시트를 선택합니다. 다른 시트에서는 데이터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트에 입
력한 데이터는 ALM에서 무시됩니다.
UFT: Sheet1 대신 Global 시트를 선택합니다.
c. 첫 번째 행에 매개 변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매개 변수 이름은 테스트에 정의된 매개 변수
이름과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d. 매개 변수 이름 아래에서 각 매개 변수의 값을 각각 다른 행에 지정합니다. 각각의 행은 반복
을 나타냅니다.
e. 파일을 저장합니다.
예

3.

ALM 테스트 리소스 만들기
ALM에서 테스트 리소스로 Microsoft Excel 데이터 테이블을 업로드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 테스트 리소스 모듈을 선택합니다.
b. 테스트 리소스 폴더를 만들거나 선택합니다.
c. 새 리소스

를 클릭하여 새 테스트 리소스를 만듭니다. 새 리소스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d. 리소스 유형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 리소스 뷰어 탭을 클릭합니다.
f.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g. 만들어 둔 Microsoft Excel 파일을 찾아서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h.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리소스 뷰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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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Microsoft Excel 시트가 나열됩니다. 이제 ALM에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Sheet1을 두 번 클릭하면 만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Microsoft Excel 파일의 데이터는 행 번호 2부터 시작합니다. Microsoft Excel 파일
의 첫 번째 행은 ALM의 매개 변수 이름에 매핑되는 데이터 열 이름을 포함하는 행으로 간주
됩니다.
4.

테스트에 데이터 테이블 테스트 리소스 연결
a.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의 매개 변수 탭에서 도구 모음의 데이터 리소스 필드 옆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b. 데이터 리소스를 찾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해당 Microsoft Excel 파일이
이 테스트에 대한 기본 외부 데이터 파일입니다.

5.

리소스 매개 변수에 테스트 매개 변수 매핑
a. 테스트의 매개 변수 탭에서 매개 변수 매핑
을 클릭합니다. 매개 변수 매핑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매개 변수 매핑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개 변
수 매핑 대화 상자(46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o

각 테스트 매개 변수에 대해 해당하는 리소스 매개 변수 셀을 클릭합니다. 해당 리소스 매
개 변수를 입력하거나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o

Business Process Testing: Automap
을 클릭합니다. ALM이 데이터 테이블 첫 행
의 열 머리글을 기준으로 각각의 테스트 매개 변수를 해당 리소스 매개 변수에 매핑합니
다.

팁: 테스트 매개 변수에 리소스 매개 변수를 매핑함으로써 여러 테스트에 동일한 리소스 파
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반복 범위를 선택하여 데이터 필터링 — 선택 사항
테스트가 매개 변수 값의 하위 집합(행 또는 값 기준)에서만 실행되도록 데이터를 필터링하려면
데이터 리소스 설정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리소스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데이터 리소스 설
정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리소스 설정 대화 상자(467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7.

테스트 구성에 대체 데이터 테이블 연결 - 선택 사항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와 연결된 동적 데이터 리소스 파일 대신 다른 동적 데이터 리소스 파
일을 처리하는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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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동일한 파일을 여러 테스트의 데이터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데이터 탭에서 동적을 선택합니다.
b. 테스트 데이터 리소스 다시 정의를 선택하고 대체 데이터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c. 데이터 리소스 설정을 클릭하여 데이터 리소스 설정 대화 상자에서 리소스 매개 변수 이름에
테스트 매개 변수 이름을 매핑합니다. 데이터 리소스 설정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리소스 설정 대화 상자(4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구성 탭

454

새 테스트 구성/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

456

데이터 탭: 정적 보기

457

데이터 탭: 동적 보기

459

테스트 구성 설정 탭

461

테스트 구성 창

462

테스트 구성 상태 탭

463

테스트 구성 생성 대화 상자

464

매개 변수 매핑 대화 상자

466

데이터 리소스 설정 대화 상자

467

테스트 구성 탭
이 대화 상자에서는 테스트 구성을 정의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테스트 구성을 정의할 수 있는 테스트
유형 목록은 테스트 구성 데이터(447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QUICKTEST_TEST(UFT GUI 테스
트) 테스트 구성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에서 ALM 작업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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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업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새 테스트 구성 - 새 테스트 구성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구성을 정의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테스트 구성/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45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구성 삭제 - 테스트 구성 표에서 선택한 테스트 구성을 삭제합니다.
새로 고침 - 테스트 구성 표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 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테스
트 구성의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테스트 구성/테
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4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 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첨부 파일 페이지를 열고 현
재 선택된 테스트 구성의 첨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필터 설정 - 테스트 구성 표에 있는 테스트 구성을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름

테스트 구성의 이름입니다.

만든 사람

테스트 구성을 만든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만든 날짜

테스트 구성을 만든 날짜입니다. 기본적으로, 테스트 날짜는 현재 ALM 서버 날
짜로 설정됩니다.

실행 상태

테스트 구성의 마지막 실행의 실행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실행 상태는 다음
과 같이 분류됩니다. Blocked, Failed, N/A, No Run, Not Completed,
Passed

설명

테스트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데이터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구성에 연결된 데이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탭: 정
적 보기(457페이지) 및 데이터 탭: 동적 보기(45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구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탭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 내
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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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ID

ALM에서 테스트 구성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수정한 날짜

테스트 구성을 마지막으로 변경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테스트 ID

ALM에서 테스트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테스트 이름

테스트의 이름입니다.

새 테스트 구성/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테스트 구성을 정의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2. 새 테스트 구성 버튼
립니다.

을 클릭합니다. 새 테스트 구성 대화 상자가 열

관련 작업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첫 번째/이전 다음/마지막 엔터티 - 테스트 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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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모든 필드를 지웁니다.
사용 가능: 새 테스트 구성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
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기본값 사용 -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대로 특정 필드에 기본값
을 채웁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99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설정 -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특정 필드의 기본값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
(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름

새 테스트 구성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
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탭(45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구성에 연결된 데이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탭: 정적 보기(45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첨부 파일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구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탭

변경 날짜 및 시간과 테스트 구성을 변경한 사용자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구성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설명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탭: 정적 보기
이 대화 상자는 선택한 테스트 구성에 대해 정의된 데이터를 ALM에서 바로 보여 줍니다.
액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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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테스트 유형에 따라 데이터 탭에 제공되는 옵션 및 필드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
용은 테스트 구성 데이터(4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정적

테스트 구성을 변경하여 ALM 내에 정의된 정적 데이터에 액
세스하도록 합니다.
사용 가능: 특정 테스트 유형.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데
이터(4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동적

테스트 구성을 변경하여 외부 Microsoft Excel 데이터 리소
스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
보는 데이터 탭: 동적 보기(45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특정 테스트 유형.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데
이터(4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
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제 값을 현재 선택된 매개 변수의 기본값으로 바꿉니다.
테스트 랩 모듈에서 선택된 테스트 구성과 연관된 모든 테스
트 인스턴스에서 모든 또는 선택된 매개 변수의 실제 값을 업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됨

매개 변수가 설계 단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매개 변수 이름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다.

기본값

테스트 수준에 정의된 매개 변수의 기본값입니다.

실제 값

테스트 실행 중에 매개 변수에 사용되는 실제 값입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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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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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원본 테스트

매개 변수가 만들어진 테스트입니다.
다음 테스트에 사용 가능:

<반복 페이지> 공통 요소

l

MANUAL

l

QAINSPECT-TEST

l

SYSTEM-TEST

l

VAPI-XP-TEST

Business Process Testing: 반복을 추가 및 삭제하고 각 반
복의 매개 변수 값을 수정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서 실행할 반복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개 변수
값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데이터 탭: 동적 보기
이 탭에서는 테스트 구성을 동적 데이터(ALM 외부의 외부 데이터 리소스에 상주하는 데이터)에 액
세스하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l

중요 정보

l

l

l

테스트 계획 모듈 > 테스트 구성 탭에서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 가능한 경우
동적을 선택합니다.
동적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구성 및 UFT 테스트
구성에 대한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 실행
설정 보기에서 데이터 탭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유형에 따라 데이터 탭에 제공되는 옵션 및 필드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리소스는 테스트의 매개 변수 탭에 지정된 데이
터이지만 이 데이터 탭에서 다른 데이터 리소스를 지정하여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실행 설정 보기에서 액세스한 경우
이 탭의 정보는 읽기 전용입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 실행 설정 보기(57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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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정적

테스트 구성을 변경하여 ALM 내에 정의된 정적 데이터에 액세
스하도록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데이터 탭:
정적 보기(45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특정 테스트 유형.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데이
터(4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동적

테스트 구성을 변경하여 외부 Microsoft Excel 데이터 리소스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합니다.
사용 가능: 특정 테스트 유형.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데이
터(4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데이터 리소스 다시 정의

테스트 수준에서 지정된 동적 데이터 리소스를 구성 수준의 데
이터 리소스로 다시 정의합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구성 탭

데이터 리소스

테스트 수준에서 지정된 데이터 리소스를 다시 정의할 데이터
리소스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리소스 다시 정의가 선택된 경우 테스트 구성 탭
에서 사용 가능
데이터 리소스로 이동 - 테스트 리소스 모듈의 데이터 리소스
를 엽니다.
사용 가능: 데이터 리소스 필드에 대체 데이터 리소스가 지정
된 경우
리소스 미리 보기 - 테스트 리소스에 대한 자산 뷰어의 테스트
구성 리소스 미리 보기를 엽니다. 이를 통해 외부 데이터 리소
스에 정의된 데이터(테스트 구성에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
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데이터 리소스 필드에 대체 데이터 리소스가 지정
된 경우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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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필터링된 리소스 미리 보기 - 테스트 리소스용 데이터 뷰어를
엽니다. 그러면 조건 필터와 일치하는 외부 데이터 리소스의 동
적 데이터(테스트 구성이 실행되면 사용할 데이터)를 볼 수 있
습니다.
필터 - 필터의 이름입니다.
행 필터: 데이터 리소스 설정 대화 상자에 정의된 행(모든 행
또는 선택된 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데이터 리소
스 설정 대화 상자(4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매핑된 열만 표시 - 선택된 경우 테스트 매개 변수에 매핑된 데
이터만 표시됩니다.
<머리글> - 매개 변수 매핑도 표시하는 표의 열 머리글입니다.
<표> - 조건 필터와 일치하는 데이터 행입니다.
사용 가능: 데이터 리소스 필드에 대체 데이터 리소스가 지정
된 경우 테스트 구성 탭
데이터 리소스 설정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구성을 실행할 때
의 반복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데이터 리소스 설정 대화 상자(467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사용 가능: 데이터 리소스 필드에 대체 데이터 리소스가 지정
된 경우

테스트 구성 설정 탭
이 탭에는 요구 사항 적용 범위와 연관된 테스트 구성이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1.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2. 테스트를 선택하고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3. 요구 사항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요구 사항 트리 창에서 적용 범위에 추가를 클릭하여 지정된 테스트에 요
구 사항 적용 범위를 추가합니다. 요구 사항 적용 범위가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표에 추가됩니다. 테스트 구성 설정 탭은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탭 아
래쪽에 표시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HP ALM (12.00)

이 탭은 적용 범위가 만들어진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l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l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

46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7장: 테스트 구성

참고 항목

l

요구 사항 적용 범위 탭(407페이지)

l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구성 추가 - 테스트 구성 목록에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구성을 추가할
수 있는 구성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구성 제거 - 테스트 구성 목록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선택한 구성
을 제거합니다.
새로 고침 - 테스트 구성 표를 새로 고침합니다.

이름

테스트 구성의 이름입니다.

설명

테스트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테스트 구성 창
이 창에는 선택한 테스트의 테스트 구성이 나열됩니다.
액세스 방법

요구 사항 모듈에서:
1. 보기 > 요구 사항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을 선택하고 테스트 적
용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2.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계획 트리 및 테스트 구성 창이 표시됩니다.
테스트 랩 모듈에서:
1. 테스트 집합 탭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표 탭 또는 실행
흐름 탭을 클릭합니다.
2. 테스트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계획 트리 탭 및 테스트 구성 창이
표시됩니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l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l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

l

테스트 적용 범위 페이지(414페이지)

l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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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적용 범위에 테스트 구성 추가 - 선택한 테스트 구성을 사용하는 테스트 인스턴
스를 요구 사항의 테스트 적용 범위에 추가합니다.
테스트 집합으로 테스트 구성 추가 - 선택한 테스트 구성을 사용하는 테스트 인
스턴스를 테스트 집합에 추가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의 테스트 구성을 추가
하는 경우 조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 적용
범위 추가 대화 상자(41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모두 새로 고침 - 테스트 구성 표를 새로 고침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구성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필터/정렬 설정 - 표에서 테스트 구성을 필터링 및 정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
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설명

테스트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ID

ALM에서 테스트 구성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테스트 ID

ALM에서 테스트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수정한 날짜

테스트 구성을 마지막으로 변경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만든 날짜

테스트를 만든 날짜입니다. 기본적으로, 테스트 날짜는 현재 ALM 서버 날짜로 설
정됩니다.

실행 상태

테스트 구성의 마지막 실행의 실행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실행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Blocked, Failed, N/A, No Run, Not Completed, Passed

이름

테스트 구성 이름입니다.

테스트 이름

테스트 이름입니다.

만든 사람

테스트 구성을 만든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테스트 구성 상태 탭
이 탭에는 적용된 요구 사항과 연관된 테스트 구성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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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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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1.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을
선택하고 테스트 적용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2.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적용 범위 탭 오른쪽에 테스트 계획 트리
및 테스트 구성 창이 표시됩니다.
3. 적용 범위에 추가를 클릭하여 테스트 적용 범위를 추가합니다. 테스트 적
용 범위가 테스트 적용 범위 표에 추가됩니다. 테스트 구성 상태 탭은 테스
트 적용 범위 탭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l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

l

테스트 적용 범위 페이지(414페이지)

l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l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개요(40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구성 제거 - 구성 목록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선택한 구성을 제거합
니다.
모두 새로 고침 - 구성 상태 표를 새로 고침합니다.

이름

테스트 구성 이름입니다.

설명

테스트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태

테스트 구성의 현재 테스트 실행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Blocked, Failed, N/A, No Run, Not Completed, Passed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구성의 조건 상태를 보려면 상태 값을 클
릭합니다. 조건 상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테스트 구성 생성 대화 상자
이전 버전의 ALM에서 업그레이드한 후에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기존 테스트 인스턴스에서 테스
트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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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27장: 테스트 구성

액세스 방법

1.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 탭을 선택합니다.
2.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표 탭을 클릭합니다.
3. 표에서 테스트 인스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 구성
생성을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ALM 사용자는 이전 버전의 Quality Center에서 업그레이드한 후에 테스트 구
성을 한 번 생성합니다.
주의: 이 옵션은 테스트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데만 사용하십시오. 새 테스
트 또는 이미 마이그레이션된 테스트에는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ALM: 테스트 인스턴스에서 테스트 구성을 생성할 때 ALM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n

테스트 인스턴스를 생성된 테스트 구성과 연결합니다.

n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행을 생성된 테스트 구성과 연결합니다.

n

테스트 인스턴스의 링크(예: 테스트, 요구 사항)를 생성된 테스트 구성과
연결합니다.

n

생성된 테스트 구성 상태를 테스트 인스턴스의 상태와 같게 설정합니다.

n

테스트 인스턴스의 매개 변수 값을 생성된 테스트 구성으로 복사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구성 생성 옵션은 수정되어 더 이상 원
래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구성 인스턴스에 대해
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적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구성에는 이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l

적용 범위를 만드는 방법(404페이지)

l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

l

테스트 적용 범위 페이지(414페이지)

l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새 테스트 구성 이름 생성된 테스트 구성의 이름입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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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27장: 테스트 구성

매개 변수 매핑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외부 데이터 리소스의 데이터를 테스트의 테스트 구성 매개 변수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의 테스트 계획 모듈 > 매개 변수 탭에서 매개 변수 매핑
다.
중요 정보

을 클릭합니

테스트 매개 변수를 외부 데이터에 수동으로 매핑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매개 변수를 외부 데이터에 자동으로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작업

동적 데이터 연결 방법(451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Business Process Testing: 매핑되지 않은 각각의 테스트 매개 변수
를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의 매개 변수(동일한 이름의 열 머리글)
에 자동으로 매핑합니다.
자동 매핑이 가능하려면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의 열 머리글이 테
스트 매개 변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매핑 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의 매개 변수 순서는 테스트의 매개 변수 순
서와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매개 변수가 이미 매핑된 경우 자동 매핑 작업을 통해 매핑이
다시 설정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매개 변수 이름

테스트에 정의된 테스트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다.

리소스 매개 변수 이름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에 정의된 열 머리글 이름입니다.
팁: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의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서 열 머리
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매개 변수 이름을 지우려면 드롭
다운 목록에서 빈 행을 선택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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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매핑 상태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매개 변수가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의 매개 변수(열)에 매핑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l

l

할당되지 않음 - 테스트 매개 변수가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 매
개 변수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할당됨 - 테스트 매개 변수가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 매개 변수
에 연결되었습니다.

데이터 리소스 설정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l

동적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테스트 실행에 사용할 매개 변수 값의 하위 집합
(반복 범위)을 정의합니다.
테스트에 연결된 기본 데이터 리소스를 다시 정의할 때 테스트 매개 변수 이름을 대체 데이터 리
소스 매개 변수 이름에 매핑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 구성 탭에서 필터링할 데이터가 있는 동적 구성을 선택
합니다. 창 아래쪽의 데이터 탭을 클릭한 다음 데이터 리소스 설정을 클릭합니다.
l

l

필터 조건 및 특정 행을 지정하여 매개 변수 값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
조건과 지정된 행을 모두 만족하는 값만 처리됩니다.
테스트 매개 변수 이름을 대체 데이터 리소스 매개 변수 이름에 매핑할 때 테스
트 매개 변수 이름 열의 각 매개 변수에 대해 리소스 매개 변수 이름 열의 셀을
클릭한 다음 Microsoft Excel 파일에 있는 해당 리소스 매개 변수의 이름을 입
력합니다.

관련 작업

동적 데이터 연결 방법(451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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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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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Business Process Testing: 매핑되지 않은 각각의 테스트 매개 변수
를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의 매개 변수(동일한 이름의 열 머리글)에
자동으로 매핑합니다.
자동 매핑이 가능하려면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의 열 머리글이 테
스트 매개 변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매핑 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의 매개 변수 순서는 테스트의 매개 변수 순
서와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매개 변수가 이미 매핑된 경우 자동 매핑 작업을 통해 매핑이
다시 설정되지 않습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필터링된 리소스 미리 보기 - 테스트 리소스용 데이터 뷰어를 엽니다.
그러면 조건 필터와 일치하는 외부 데이터 리소스의 동적 데이터(테스
트 구성이 실행되면 사용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필터 - 필터의 이름입니다.
행 필터 - 모든 행 또는 선택한 행
매핑된 열만 표시 - 선택된 경우 테스트 매개 변수에 매핑된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머리글> - 매개 변수 매핑도 표시하는 표의 열 머리글입니다.
<표> - 필터 조건과 일치하는 일련의 데이터 행입니다.

테스트 매개 변수 이름

테스트에 정의된 테스트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다.

리소스 매개 변수 이름

데이터 리소스에 정의된 테스트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다.

매핑 상태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매개 변수가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의 매개 변수(열)에 매핑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l

l

HP ALM (12.00)

할당되지 않음 - 테스트 매개 변수가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 매
개 변수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할당됨 - 테스트 매개 변수가 외부 데이터 테이블 리소스 매개 변수
에 연결되었습니다.

468/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27장: 테스트 구성

UI 요소

설명

필터 조건

데이터 리소스의 데이터 행을 필터링하는 조건입니다. 필터링에서 걸러
진 데이터 행에서는 테스트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지침에 따라 필터를 지정합니다.
l

문자열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따옴표나 연산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l

한 개의 값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모든 행

데이터 리소스 파일에 필터 조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행을 처리하려면 모든 행을 선택합니다.

행

행의 하위 집합을 나타내려면 행을 선택하고 행 번호를 쉼표로 구분하
여 입력합니다. 행 범위는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
3-5는 3, 4, 5행이 처리됨을 의미).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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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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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장: 시스템 테스트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테스트 개요

472

시스템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

472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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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테스트 개요
시스템 테스트를 실행하여 컴퓨터의 시스템 정보를 가져오고, 테스트가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캡처
한 데스크톱 이미지를 보거나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테스트가 실패한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시스템 테스트 정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테스트를 작성하여 테스트
실행 전후의 컴퓨터 리소스 사용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주제 폴더에 시스템 테스트를 추가하고, 테스트를 정의하고,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를 추가하
여 시스템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스템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테스트를 실행할 컴퓨터에 다음과 같은 도구 Add-in을 설치
해야 합니다.
l

HP ALM System Test Remote Agent Add-in

l

HP ALM Connectivity Add-in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 Add-i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테스트를 실행할 때 다음 단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l

시스템 정보 - 시스템 정보 수집

l

스냅샷 - 데스크톱 이미지 캡처

l

재부팅 시작 및 재부팅 완료 - 컴퓨터 재시작

시스템 테스트 실행을 완료한 후에 이러한 각 단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CPU, 메모리,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등의 검색된 시스템 정보와 시스템 테스트를 실행하는 컴퓨터의 이
미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47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
이 작업은 ALM이 컴퓨터의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거나 데스크톱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컴퓨터를 다
시 시작하도록 하는 시스템 테스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368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473페이지)

l

시스템 테스트 만들기(47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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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스템 테스트 구성(473페이지)

l

시스템 테스트 실행(473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테스트 주제는 테스트 계획 트리에 정의됩니다.
테스트 주제 만들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 작업에서 테
스트 주제 만들기에 대한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2.

시스템 테스트 만들기
주제 폴더에서 시스템 테스트를 만듭니다.
a. 테스트 계획 트리 보기에서 테스트 주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테스트를 선
택합니다.
b. 새 테스트 대화 상자의 유형 필드에서 SYSTEM-TEST를 선택합니다.
c. 새 테스트 대화 상자에서 다른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테스트 대화 상자(3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주제 폴더 아래의 테스트 계획 트리에 시스템 테스트 아이콘
됩니다.

3.

이 있는 새 테스트가 추가

시스템 테스트 구성
시스템 테스트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a.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시스템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b. 테스트 스크립트 탭을 클릭하여 시스템 테스트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테스트 스크립트 탭 - 시스템 테스트(47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시스템 테스트 실행
테스트 랩 모듈에서 시스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테스트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탭 -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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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스크립트 탭 - 시스템 테스트
이 탭에서 시스템 테스트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시스템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스크립트 탭을 클릭
합니다.

관련 작업

시스템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472페이지)

참고 항목

시스템 테스트 개요(47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시스템 테스트 설정을 저장합니다.

시스템 정보 수집

테스트가 실행되면 ALM에서 CPU, 메모리,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
세스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정합니다.

바탕 화면 이미지 캡처

테스트가 실행되면 ALM에서 컴퓨터의 바탕 화면 스냅샷을 보여 주는 첨
부 파일을 추가하도록 지정합니다.

컴퓨터 다시 시작

테스트가 실행되면 ALM에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도록 지정합니다.
참고:
l

l

HP ALM (12.00)

컴퓨터 다시 시작 옵션을 사용하려면 컴퓨터에서 자동 로그인 기
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HP ALM System
Test Agent > System Test Agent (configuration)를 선택합니
다. 자동 다시 시작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자 이름 및 도메인은 읽기 전용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다른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려면 자동 다시 시작 설정 대화 상자를
다시 엽니다. 사용자 이름 및 도메인이 이제 읽기 전용이 아닙니
다. 값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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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리소스 개요
테스트 리소스 모듈을 사용하면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폴더와
리소스가 포함된 계층적 테스트 리소스 트리를 정의하여 리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트리에 있는
각 리소스에 대해 리소스 파일 집합을 선택하여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 저
장소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하나 이상의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리소스와 테스트 간의 종속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속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엔터티 종속 관계 개요(47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예
QA 테스터인 Michael은 테스트를 ALM에 저장하는 외부 테스트 도구로 작업합니다. 각 테스트
에는 여러 테스트에서 공통적인 공유 구성 파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각 테스트에 대해 별도의
파일 복사본을 저장하지 않고 구성 파일을 한 곳에서 유지 관리하려고 합니다.
Michael은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 파일을 리소스로 정의하고 그 파일을 사용하는 각 테스
트를 리소스에 종속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ALM에는 리소스 복사본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구
성 파일을 바꾸면 파일에 종속된 모든 테스트에서 바뀝니다.
Michael이 종속 관계를 정의한 후 리소스를 삭제하려고 하면 종속된 테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내용의 경고가 ALM에서 표시됩니다. 또한 리소스에 종속된 테스트 중 하나를 프로젝트 간
에 복사하면 ALM에서 테스트와 함께 리소스를 복사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 종속 관계 개요
종속 관계는 테스트, 구성 요소, 테스트 리소스 등의 엔터티 사이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변경이 특정
엔터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면 종속 관계에 변경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다른 엔터티가 표시
됩니다. 예를 들어, 엔터티를 삭제 또는 복사하기 전에 종속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종속 관계는 종속 관계 탭에 표시됩니다. 이 탭은 테스트 계획,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리소스 모
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엔터티가 사용하는 엔터티와 선택한 엔터티를 사용하는 엔터티
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ified Functional Testing 등의 다른 HP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엔터티 사이의 종속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
시오.
또한 고유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엔터티 간의 종속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 Open Test Architecture API Re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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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
이 작업에서는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테스트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테스트 리소
스 트리를 만들고, 리소스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고, 리소스와 다른 엔터티(예: 테스트) 간의 종속
관계를 정의합니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 계획 방법(368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477페이지)

l

리소스 만들기(477페이지)

l

리소스 파일 업로드(477페이지)

l

리소스 파일 다운로드(478페이지)

l

종속 관계 정의(478페이지)

l

종속 관계 보기(478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UFT 리소스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에서
ALM 사용에 대해 설명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

리소스 만들기
a. 테스트 리소스 모듈 열기 -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b. 폴더 만들기 - 리소스 루트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리소스 폴더를 선택
합니다. 하위 폴더를 만들려면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리소스 폴더를
선택합니다.
c. 폴더에 리소스 추가 - 폴더 또는 하위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새 리소스 대화 상자의 필드를 작성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리소스/리소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4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리소스 파일 업로드
테스트 리소스 트리의 각 리소스에 대한 파일을 ALM 저장소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서 리소스를 선택하고 리소스 뷰어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리소스 뷰어 탭(4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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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rocess Testing: 응용 프로그램 영역으로 작업할 때 리소스를 사용하려면 응용 프
로그램 영역 뷰어 탭에서 테스트 도구를 시작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응용 프로
그램 영역 뷰어 탭(48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리소스 파일 다운로드
테스트 리소스를 보고 편집하려면 로컬 디렉터리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서 리소스를 선택하고 리소스 뷰어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리소스 뷰어 탭(4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종속 관계 정의
테스트 도구(예: UFT)에서 엔터티 간의 종속 관계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고유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엔터티 간의 종속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HP ALM Open Test Architecture API Re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6.

종속 관계 보기
테스트, 구성 요소, 테스트 리소스 등의 엔터티 사이의 관계를 봅니다. 선택한 엔터티에 종속된
엔터티와 선택한 엔터티가 종속된 엔터티를 볼 수 있습니다.
리소스(테스트 리소스 모듈), 테스트(테스트 계획 모듈) 또는 구성 요소(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
듈)를 선택하고 종속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종속 관계 탭(48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리소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리소스 모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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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리소스 모듈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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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리소스 모듈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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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뷰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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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영역 뷰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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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관계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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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리소스/리소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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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리소스 모듈 창
이 창에서 테스트에 사용되는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l

l

l

UFT: UFT 리소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에서 ALM 작업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Business Process Testing: ALM 프로젝트(Business Process Testing
포함)가 UFT에 연결되면 트리에 자동으로 BPT 리소스 폴더가 만들어집니
다. BPT 리소스 폴더는 프로젝트에서 비즈니스 구성 요소에 사용 가능한 모
든 UFT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응용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Performance Center: Performance Center 리소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리소스 개요(47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테스트 리소스 모듈
공통 UI 요소>

설명
l

l

l

l

<테스트 리소스 트리>

테스트 리소스 필드 - 필드 정의는 테스트 리소스 모듈 필드(48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리소스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테스트 리
소스 모듈 메뉴 및 버튼(4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리소스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테스트 리소스 모듈 아
이콘(4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
(4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리소스의 그래픽 표현입니다.
참고: 프로젝트에서 수동 테스트에 Sprinter를 사용할 경우 Sprinter
폴더가 리소스 폴더에 추가됩니다. 이 폴더에는 각각의 Sprinter 사
용자에 대한 하위 폴더가 있으며 사용자 정보가 저장됩니다. 주의:
Sprinter 폴더는 Sprinter를 통해서만 관리됩니다. 폴더 또는 하위
폴더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Sprinter User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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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세부 정보 탭

현재 선택된 리소스 폴더 또는 리소스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리소스 모듈 필드(48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뷰어 탭

ALM 저장소에서 테스트 리소스 파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리소스 뷰어 탭(4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응용 프로그램 영역 리소스와 같은 일부 리소스에는 여러 뷰어
탭이 있습니다. 뷰어 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영역
뷰어 탭(48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종속 관계 탭

테스트 리소스, 구성 요소, 테스트 등의 엔터티 사이의 종속 관계를 표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속 관계 탭(48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탭

테스트 리소스가 표시되는 기준선의 기록 내역을 표시합니다. 두 기준선
버전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버전 제어: 테스트 리소스의 이전 버전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모니터 구성 탭

Performance Center: Performance Center 모니터 프로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
조하십시오.

테스트 리소스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팁: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ALT 바로 가기 키를 눌러 메뉴 모음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
l

테스트 리소스 모듈 창 (479페이지)

l

테스트 리소스 모듈 아이콘(482페이지)

l

테스트 리소스 개요(47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메뉴

설명

축소

보기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서 모든 분기를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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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URL 복사/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리소스를 복사하여 해당 URL을 링크로 붙여넣습
니다. 리소스 자체는 복사되지 않지만 대신 전자 메일 또
는 문서와 같은 다른 위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
다. 링크를 클릭하면 ALM이 열리고 리소스 파일 또는 폴
더로 이동합니다. 아직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면 ALM에
서 먼저 로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복사/붙여넣기

편집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또는 여러 프로젝트 간에 선택한
리소스 또는 폴더를 복사합니다.
참고:
l

l

삭제

편집

다른 테스트 리소스에 종속된 리소스를 프로젝트
간에 복사할 때 ALM에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복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대상 프로젝트에 리소스 붙여넣기 대
화 상자(49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간에 리소스를 복사하려면 두 프로젝트
모두 동일한 ALM 버전 및 패치 수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서 선택한 리소스 및 폴더를 삭제합
니다.
해당 리소스에 다른 엔터티가 종속된 상태라면 리소스 삭
제 대화 상자가 열리고 관련 엔터티가 표시됩니다.
주의: 다른 엔터티가 종속된 리소스를 삭제할 경우
이러한 관련 엔터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엔터티는 종속 관계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속 관계 탭(48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버전 제어: 리소스를 삭제하면 해당 리소스의 모든 이전
버전이 삭제됩니다.

필터

모두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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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서 리소스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보기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서 모든 분기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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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잘라내기/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리소스를 테스트 리소스 트리의 다른 위치로 이동
합니다.
참고: 루트 폴더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팁: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서 리소스를 끌어서 새 위
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찾기

편집

테스트 리소스 트리의 리소스를 검색할 수 있는 찾기 대
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대화 상자(81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새 리소스

리소스

새 리소스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더에 리소스를 추
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리소스/리소스 세부 정보 대
화 상자(4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 리소스 폴더

리소스

새 리소스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더 아래에 폴
더를 추가합니다.

전자 메일

리소스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서 선택한 받
는 사람에게 리소스를 전자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모두 새로 고침

보기

테스트 리소스 트리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
다.

이름 바꾸기

편집

선택한 리소스 또는 폴더의 이름을 바꿉니다.

보내기

테스트 리소스 모듈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ALM 버전: 버전에 따라 일부 리소스 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
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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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l

테스트 리소스 모듈 창 (479페이지)

l

테스트 리소스 모듈 메뉴 및 버튼(480페이지)

l

테스트 리소스 개요(47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분석 템플릿 - 성능 테스트 분석 보고서용 템플릿을 포함합니다.
분석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영역 - 다음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설정 및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l

l

UFT GUI 테스트
자동화된 GUI 패싯이 있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
세스 테스트 또는 흐름

응용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테이블 - 다음에 대한 실행 단계 수행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포함합니
다.
l

테스트 구성

l

UFT GUI 테스트 및 API 테스트

UFT용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구성을 위한 데이터 테이블 사용에 대한 상세 작업 정보는 테스트 구성
사용 방법(44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환경 변수 - 다음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변수 및 해당 값을 포함합니다.
l

l

UFT GUI 테스트
자동화된 GUI 패싯이 있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
세스 테스트 또는 흐름

환경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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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함수 라이브러리 -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Visual Basic 스크립트 함수, 서브
루틴 및 모듈을 포함합니다.
l

l

UFT GUI 테스트
자동화된 GUI 패싯이 있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
세스 테스트 또는 흐름

함수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복구 시나리오 - 예기치 않은 이벤트에 대한 정의 및 UFT 실행 세션 복구에 필
요한 작업을 포함하는 시나리오가 들어 있습니다. 복구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API 테스트 공유 리소스 - ALM에서 다음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가져온 서비
스를 포함합니다.
l

l

HP Service Test 및 UFT에서 만들어진 API 테스트
API 테스트를 위해 자동화된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
로세스 테스트 또는 흐름

서비스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Service Test User Guide 또는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의 API 테스트 정보 에서 활동 공유
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공유 개체 저장소 - UFT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UFT를 사용하면 공유 개체 저장소에 테스트 개체에 대한 모든 정
보를 저장하여 테스트의 재사용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유 개체 저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리소스 - 모든 테스트 유형에서 사용하는 일반 테스트 리소스 유형입
니다.
방화벽 모니터 - 방화벽 상에 있는 서버에 대한 Performance Center 모니터
설정을 포함합니다. 방화벽 모니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모니터 프로필 - 프로젝트의 로드 테스트에 사용할 모니터 프로필로 저장할
수 있는 Performance Center 모니터 설정을 포함합니다. 모니터 프로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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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리소스 모듈 필드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리소스 모듈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의 레이블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필드와 값을 제한하고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
l

테스트 리소스 모듈 창 (479페이지)

l

테스트 리소스 개요(476페이지)

필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주석

리소스에 대한 주석을 표시합니다. 새 주석을 추가하려면 주석 추가 버튼을 클
릭합니다. 새 섹션이 주석 상자에 추가되고 사용자 이름 및 데이터베이스의 현
재 날짜가 표시됩니다.

만든 사람

리소스를 만든 사용자입니다.

만든 날짜

리소스를 만든 날짜입니다.
기본값: 현재 데이터베이스 서버 날짜입니다.

설명

폴더 또는 리소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
합니다.

파일 이름

파일 이름입니다.

폴더 ID

폴더에 대해 ALM에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이 필드는 수정할 수 없습
니다.

수정한 날짜

리소스를 수정한 날짜입니다.

이름

폴더 또는 리소스 이름입니다.

리소스 ID

파일에 대해 ALM에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이 필드는 수정할 수 없습
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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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29장: 테스트 리소스

UI 요소

설명

유형

리소스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리소스 모듈 아이콘(48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버전 번호

버전 제어: 리소스의 버전 번호입니다. 프로젝트에 버전 제어를 사용하는 경
우 이 필드가 표시됩니다.

리소스 뷰어 탭
이 탭에서 테스트 리소스 트리의 각 리소스에 대한 파일을 ALM 저장소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
일을 로컬 디렉터리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테스트 리소스 트리의 리소스를 선택하고 리소스 뷰어
탭을 클릭합니다.
l

l

리소스 컨텐츠를 보려면 관련 Add-in 또는 확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Unified
Functional Testing Add-i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영역 리소스와 같은 일부 리소스에는 여러 뷰어 탭이 있습니다.
뷰어 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영역 뷰어 탭(487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리소스 개요(47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파일 업로드 - 파일 또는 폴더를 ALM 저장소에 업로드합니다.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파일 업로드 -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파일 업로드 대화 상자를 엽니다.
폴더 업로드 -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폴더 찾아보기 대화 상자를 엽니
다.

업로드한 파일을 바꾸려면 다시 업로드합니다.
다운로드 - 선택한 폴더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폴더 찾아보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새로 고침 - 탭을 새로 고침합니다.
파일 이름

HP ALM (12.00)

리소스 파일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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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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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영역 뷰어 탭
이 탭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영역 리소스에 대한 테스트 도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리소스 모듈의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영역 리소스를 선택하고 응용 프로그램 영역 뷰어 탭을 클릭합
니다.
l

l

리소스 컨텐츠를 보려면 관련 테스트 도구, Add-in 또는 확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UFT Add-i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QuickTest Professional 버전 10.00 및 11.00에서는 ALM 버전 12.00 응
용 프로그램 영역 리소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대신 QuickTest
Professional에서 직접 응용 프로그램 영역을 엽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리소스 개요(47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테스트 도구> 시작

관련 테스트 도구를 시작합니다.
버전 제어: 이전 버전 또는 기준선에서 응용 프로그램 영역을 열려고 하면
시작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QuickTest Professional에서 직접
응용 프로그램 영역을 엽니다.

종속 관계 탭
이 탭에는 테스트, 구성 요소, 테스트 리소스 등의 엔터티 사이의 관계가 표시됩니다. 선택한 엔터티
에 종속된 엔터티(사용 주체 표)와 선택한 엔터티가 종속된 엔터티(사용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l

테스트 리소스 모듈: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서 리소스를 선택하고 종속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종속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 구성 요소 트리에서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종속 관
계 탭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

참고 항목

엔터티 종속 관계 개요(476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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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이동 - 선택한 엔터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 표시 - 사용 표에서 선택한 관계에 대한 끊어진 관계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 표에서 끊어진 관계로 표시된 엔터티를 선택하고 끊어진 관계 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 고침 - 탭을 새로 고침합니다.
표시/숨기기 화살표 - 사용 주체 또는 사용 표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끊어진 관계 - 관련 엔터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사용 주체 표>

선택한 엔터티에 종속된 엔터티를 표시합니다.

<사용 표>

선택한 엔터티가 종속된 관련 엔터티를 표시합니다.

ID

연결된 엔터티의 고유한 숫자 ID입니다. ID는 ALM에 의해 자동으로 할당됩니
다.

이름

연결된 엔터티의 이름입니다.

유형

연결된 엔터티의 유형입니다.

설명

연결된 엔터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유자 이름

선택한 엔터티를 소유한 엔터티의 이름입니다.

소유자 유형

선택한 엔터티를 소유한 엔터티의 유형입니다.

새 리소스/리소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리소스를 추가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HP ALM (12.00)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리소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새 리소스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테스트 리소스 모듈에서 기록 내역 탭을 클릭합니다. 기준선 또는 버전 및
기준선을 클릭합니다.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소스 세부 정보 대화 상
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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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버전 제어: 새 리소스는 자동으로 체크 아웃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크 아웃
대화 상자(1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테스트 리소스 사용 방법(477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리소스 개요(47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대화 상자의 컨텐츠를 지웁니다.
사용 가능: 새 리소스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로 보내기 - 테스트 리소스 세부 정보가 포함된 전자 메일을 보냅니
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리소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름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유형

리소스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리소스 모듈 아이콘(48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세부 정보

현재 선택한 테스트 리소스의 세부 정보입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테스트 리소스 모듈 필드(48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뷰어

현재 선택한 테스트 리소스에 대한 파일을 ALM 저장소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
다. 파일을 로컬 디렉터리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뷰어 탭(4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종속 관계

현재 선택한 테스트 리소스와 다른 엔터티 간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종속 관계 탭(48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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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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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프로젝트에 리소스 붙여넣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ALM이 프로젝트 간에 테스트 리소스를 복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테스트 > 테스트 리소스 트리에서 복사할 리소스 또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둘 이상의 항목을 복사하려면 Ctrl 키를 사용합니다.
2. 편집 > 복사를 선택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복사를 선
택합니다.
3. 리소스 또는 폴더를 붙여넣을 프로젝트에 로그인한 다음 테스트 > 테스트 리
소스 트리로 이동합니다.
4. 리소스 또는 폴더를 복사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5. 편집 >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붙여넣
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리소스를 복사한 후 ALM은 테스트 리소스를 복사한 후 대상 프로젝트에 붙여넣습니다. 복사된
기존의 관련 엔터티 테스트 리소스는 이름과 경로가 동일한 기존 엔터티에 링크됩니다. 대상 프
로 링크
로젝트에 관련 엔터티가 없는 경우 ALM은 이 테스트 리소스를 대상 프로젝
트로 복사합니다.
리소스 및 관련 엔
터티 복사

ALM은 관련 엔터티와 함께 테스트 리소스를 복사한 후 대상 프로젝트에 붙
여넣습니다. 대상 프로젝트에 엔터티가 이미 있는 경우 중복된 이름을 해결
하기 위해 복사된 관련 엔터티의 이름이 바뀝니다.

관련 엔터티를 복사 ALM은 관련 엔터티를 복사하지 않고 테스트 리소스를 복사한 후 대상 프로
하지 않고 리소스
젝트에 붙여넣습니다. 복사된 항목은 관련 엔터티와 링크되지 않습니다.
복사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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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장: VAPI-XP 테스트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VAPI-XP 테스트 개요

492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

492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편집하는 방법

500

VAPI-XP에서 AUT 환경을 사용하는 방법

504

VAPI-XP API 사용 방법

505

디버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08

테스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09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 테스트 모드를 디버그하는 방법

510

VAPI-XP 사용자 인터페이스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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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I-XP 테스트 개요
VAPI-XP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면 Microsoft VBScript, Microsoft JavaScript(JScript 버전),
PerlScript, PythonScript를 사용하여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새로 작성된 스크립트를 응용 프
로그램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COM/DCOM
서버, SOAP 기반 웹 서비스, Java API(Java 클래스 및 EJB 등), 콘솔 응용 프로그램 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VAPI-XP를 사용하여 LoadRunner 가상 사용자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VAPI-XP는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므로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원하는 ALM 테스트나 테스트 집합을 호출한 다음 스크립트의 일부
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 테스트 집합 실행 흐름을 작성하고 실행 중에 각 테스트의 상태
나 유형에 따라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VAPI-XP는 ALM Open Test Architecture API에도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Open Test
Architecture API 클래스와 메서드를 VAPI-XP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참조하여 테스트 스크립트
에 쉽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 VAPI-XP 테스트 도구는 HP ALM 클라이언트 등록을 통해 테스트 호스트에 설치됩니다.
클라이언트 등록 수행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492페이지)

l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편집하는 방법 (500페이지)

l

VAPI-XP에서 AUT 환경을 사용하는 방법(504페이지)

l

VAPI-XP API 사용 방법(505페이지)

l

디버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08페이지)

l

테스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09페이지)

l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 테스트 모드를 디버그하는 방법 (510페이지)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VAPI-XP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API-XP 테스트 개요(4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수동 테스트를 VAPI-XP 테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 단계 탭에서 스크립트 생
성 버튼
을 클릭하고 VAPI-XP-TEST를 선택합니다. 정의한 단계의 코드를 포함하는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ALM이 만듭니다. 이 스크립트는 원래 수동 테스트의 일부였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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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테스트의 코드도 포함합니다. 수동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설계(431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
1.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주제 폴더를 선택합니다.
2. 새 테스트 버튼
립니다.

을 클릭하거나 테스트 > 새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새 테스트 대화 상자가 열

3. 테스트 유형 상자에서 VAPI-XP-TEST를 선택합니다.
4. 테스트 이름 상자에 테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테스트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
다. \ / : " ? < > | * % `
5. 세부 정보 탭에 테스트 세부 정보를 추가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필수 테스트 필드를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 창에서 정의했으면 필수 테스트 필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필수 필드 값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HP VAPI-XP 마법사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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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크립트 언어 상자에서 스크립트 언어를 선택합니다.
참고:
n

ActiveState의 ActivePython 또는 ActivePer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려면 해당 스크립트 언어를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테스트 스크립
트 탭의 도움말 메뉴에서 ActivePython 홈 페이지 또는 ActivePerl 홈 페이지를 선택하
고 적절한 설치 지침을 따르십시오.

n

Microsoft의 VBScript 및 JScript는 일반적으로 Internet Explorer와 함께 설치됩니다.
이러한 스크립트 언어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테스트 스크립트 탭의 도움말
메뉴에서 VBScript 홈 페이지 또는 JScript 홈 페이지를 선택하고 적절한 설치 지침을
따르십시오.

7. 스크립트 이름 상자에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8. 테스트 스크립트 언어로 VBScript 또는 JavaScript를 선택했으면 HP LoadRunner Vuser 만들
기를 선택하여 LoadRunner Controller에서 실행할 수 있는 LoadRunner 가상 사용자 스크립트
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Controller에서 가상 사용자를 실행하려면 LoadRunner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최신
버전의 HP ALM Connectivity Add-in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Add-in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도구 Add-in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9. 다음을 클릭하여 HP VAPI-XP 마법사를 사용하여 테스트 스크립트를 계속 만듭니다. 다음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HP ALM (12.00)

494/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0장: VAPI-XP 테스트

참고: 각 대화 상자에서 마침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닫고 테스트 스크립트 탭에서 테스트 스
크립트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10. 만들 테스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11. 다음을 클릭하여 HP VAPI-XP 마법사를 사용하여 테스트 스크립트를 계속 만듭니다.
n

COM/DCOM 서버 테스트를 선택했으면 테스트할 컴퓨터의 레지스트리에서 COM/DCOM
개체의 프로그램 ID를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각 COM/DCOM 개체 및 설명
이 아래 상자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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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Java 클래스 테스트를 선택했으면 Java 클래스 이름 상자에 테스트할 Java 클래스의 전체 이
름을 입력하고 +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Java 클래스 이름이 아래 텍스트 상자에 나타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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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수를 사용하지 않는 public 생성자를 가진 Java 클래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Java Virtual Machine 아래에서 다음을 지정합니다.
o

JVM 런타임 - Java Virtual Machine 런타임 실행 파일입니다(일반적으로 java.exe).

o

Java 컴파일러 - 실행 플랫폼에서 바이트코드를 다시 컴파일하는 실행 파일입니다(일반적
으로 javac.exe).

o

클래스 경로 - 지정한 Java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하며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추가(비표준) Java 라이브러리 목록입니다. Java 클래스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ALM은
CLASSPATH 환경 변수를 사용합니다.

o

JVM 매개 변수 - Java Virtual Machine 런타임 실행 파일의 매개 변수입니다.

Java Virtual Machine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BSF DLL 위치를 시스템 경로에 추가합니
다. 제어판에서 시스템 > 시스템 속성을 선택한 다음 고급 탭을 클릭합니다.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하고 시스템 변수 영역에서 msvcp60.dll, bsfactivescriptengine.dll,
bsfactivescriptengine_g.dll의 경로를 추가하여 경로 매개 변수를 편집합니다. 확인을 클릭합
니다.
n

웹 서비스(SOAP) 테스트를 선택했으면 SOA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목록에서 SOAP 클라
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웹 서비스 정의 상자에서 테스트할 URL을 입력하거나 선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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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URL이 아래 텍스트 상자에 나타납니다.

참고: 지원되는 두 개의 SOA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Microsoft SOAP SDK 및
PocketSOAP입니다. PocketSOAP를 사용하도록 선택한 경우에도 웹 서비스를 구문 분석
하려면 Microsoft SOAP SDK를 설치해야 합니다. Microsoft SOAP SDK가 컴퓨터에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ALM 설치 DVD의 Redist 디렉터리에 있는 SoapToolkit30.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n

콘솔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를 선택했으면 응용 프로그램 실행 파일 상자에는 테스트할 응용
프로그램 파일 이름을, 명령줄 매개 변수 상자에는 그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표준 출력을 VAPI-XP 출력 창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표준 출력 대신 VAPI-XP 출력 사용 상자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시간 제한 상자에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을 마치는 데 ALM이 대기할 시간(밀리
초)을 입력합니다. 시간 제한이 -1로 설정되면 ALM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을 마치는 데 무제
한으로 대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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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데이터가 아래 텍스트 상자에 나타납니다.

12. 다음을 클릭하여 HP VAPI-XP 마법사를 사용하여 테스트 스크립트를 계속 만듭니다. 다음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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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비스 목록에서 테스트 스크립트에 추가할 함수를 선택합니다. 각 함수를 두 번 클릭하거나 끌
어서 놓아 스크립트 코드에 추가합니다. 서비스 목록 아래의 상자에 함수가 추가됩니다.
14. 필요한 경우 아래 창에서 추가 매개 변수를 입력하거나 추가 코드를 스크립트에 추가합니다.
15. 마침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주제 폴더 아래의 테스트 계획 트리에 새 테스트가 나타납니다.
참고: 만든 VAPI-XP 테스트에 세부 정보 및 첨부 파일을 추가하도록 선택하거나 요구 사항
적용 범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명세(373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편집하는 방법
HP VAPI-XP 마법사를 사용하여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든 후 테스트 스크립트 탭에서 편집
할 수 있습니다.
VAPI-XP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API-XP 테스트 개요(4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팁: 보기 > 창 화면을 선택하거나 창 화면 버튼
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을 클릭하여 테스트 스크립트 탭을 별도의 창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편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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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VAPI-XP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스크립트 탭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가 표시됩니다.

참고: 만든 테스트 스크립트의 속성을 보거나 편집하려면 테스트 > 속성을 선택합니다.
2. 스크립트에 추가할 수 있는 개체 정의, 메서드, 속성의 목록을 보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
합니다.
n

테스트 > 참조 > COM 라이브러리 참조 - 보려는 COM 개체 정의, 메서드,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참조 대화 상자를 엽니다.

n

테스트 > 참조 > SOAP 웹 서비스 참조 - 보려는 웹 서비스 개체 정의 또는 메서드를 입력할 수
있는 웹 서비스 참조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n

테스트 > 참조 > Java 클래스 참조 - 보려는 Java 클래스 개체 정의 또는 메서드를 입력할 수
있는 Java 클래스 참조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3. 보기 > 브라우저를 선택하거나 브라우저 표시/숨기기 버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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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라이브러리 탭 - 스크립트에 추가할 수 있는 VAPI-XP(SRunner), ALM(TDAPIOLELib),
COM/DCOM의 개체 정의, 메서드, 속성 목록을 표시합니다. VAPI-XP 개체 정의, 메서드, 속
성에 대한 설명은 VAPI-XP API 사용 방법(50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개체 정의, 메서
드, 속성에 대한 설명은 HP ALM Open Test Architecture API Re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n

SOAP 탭 - 스크립트에 추가할 수 있는 웹 서비스 개체 정의 및 메서드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n

Java 탭 - 스크립트에 추가할 수 있는 Java 클래스 개체 정의 및 메서드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n

함수 탭 - 스크립트에 포함된 함수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n

개체 탭 - 이름이 정의되었으며 스크립트에 추가할 수 있는 개체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참고: 각 개체 정의, 메서드 또는 속성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보기 > 출력을 선택하고 도움
말 탭을 클릭합니다.

4. 스크립트의 현재 함수에 개체 정의, 메서드 또는 속성을 추가하려면 커서를 코드의 적절한 위치
에 놓고 라이브러리, SOAP 또는 Java 탭에서 개체 정의, 메서드 또는 속성을 두 번 클릭합니다.

5. 이름이 정의된 개체를 추가하려면 라이브러리, SOAP 또는 Java 탭에서 개체 정의, 메서드 또는
속성을 선택하고 테스트 > 개체 추가를 선택합니다. 개체 추가 대화 상자에서 개체에 할당할 이
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개체가 개체 탭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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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를 스크립트에 추가하려면 해당 개체를 두 번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스크립트에 삽입을 선택합니다.
6. 코드 구문을 확인하려면 테스트 > 구문 확인을 선택하거나 구문 확인 버튼
보기 > 출력을 선택하여 출력 탭에서 확인 결과를 봅니다.

을 클릭합니다.

추가 편집 기능
테스트 스크립트 탭에서 다음 편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이전 수행의 실행을 취소하려면 실행 취소 버튼
면 다시 실행 버튼

l

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의 한 부분에서 코드 섹션을 제거하려면 제거할 코드 섹션을 스크립트의 다른 부분에 놓
고 그 섹션을 선택한 다음 잘라내기와 붙여넣기

l

l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의 한 부분에서 코드 섹션을 복사하려면 복사할 코드 섹션을 스크립트의 다른 부분에 놓
고 그 섹션을 선택한 다음 복사와 붙여넣기

l

을 클릭합니다. 실행 취소한 수행을 복원하려

버튼을 클릭합니다.

코드 섹션을 삭제하려면 해당 코드 섹션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

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에서 특정 텍스트를 찾으려면 스크립트에서 찾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찾기
대화 상자에서 검색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검색의 옵션, 방향, 범위, 원본 등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에서 같은 텍스트를 더 찾으려면 검색 > 다음 찾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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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스크립트에서 특정 텍스트를 찾아 다른 텍스트로 바꾸려면 바꾸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텍스
트 찾기 대화 상자에서 찾을 텍스트 상자에 검색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이 텍스트를 바꿀 텍스
트를 바꿀 내용 상자에 입력합니다. 검색의 옵션, 방향, 범위, 원본 등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
니다. 스크립트에서 해당 텍스트를 모두 바꾸려면 모두 바꾸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에서 특정 줄 번호를 찾으려면 검색 > 줄 번호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줄 번호로 이동 대
화 상자에서 찾을 줄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여백, 글꼴, 화면/텍스트 색과 같은 편집기 옵션을 변경하려면 편집기 버튼
집기, 표시, 색 탭에서 원하는 속성을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를 편집한 후 저장 버튼

을 클릭합니다. 편

을 눌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VAPI-XP에서 AUT 환경을 사용하는 방법
ALM 버전: AUT 환경 및 기능 테스트 집합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VAPI-XP 테스트가 기능 테스트 집합의 일부일 때 서버 쪽 실행을 사용하여 이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서버 쪽 실행을 사용할 경우 AUT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UT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테스트에 사용하는 환경 데이터를 매개 변수화하여 테스트를 더욱 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
일한 논리를 사용하지만 다른 환경 매개 변수가 필요한 다양한 VAPI-XP 테스트를 정의하고 실행하
는 대신, 런타임 시 ALM에서 테스트에 삽입하는 이미 정의된 AUT 환경 구성을 사용하도록 VAPI-XP
테스트를 간단히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구성 및 환경 매개 변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VAPI-XP 스크립트에서 AUT 환경 구성을 사용하려면 다음 함수를 사용합니다.

Post
AUT 매개 변수에 액세스하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currentRun.post()

getRunTimeParameterByName
매개 변수 이름을 기반으로 하여 환경 매개 변수 값을 반환합니다.
currentRun.getRunTimeParameterByName(Name)
Name - 환경 매개 변수 이름입니다.

getRunTimeParameterByGuid
매개 변수 GUID를 기반으로 하여 환경 매개 변수 값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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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Run.getRunTimeParameterByGuid(Guid)
Guid - 환경 매개 변수 GUID입니다.

isSSE
테스트를 기능 테스트 집합에서 서버 쪽 실행 테스트로 실행 중인 경우 TRUE를 반환합니다.

currentRun.isSSE

ReservationId
테스트를 기능 테스트 집합에서 서버 쪽 실행 테스트로 실행 중인 경우 테스트의 시간 슬롯 ID를 반
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ULL을 반환합니다.

currentRun.ReservationID

VAPI-XP API 사용 방법
VAPI-XP 도구에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 때 참조할 수 있는 VAPI-XP 개체 정의의 기본 제공 라이
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API-XP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API-XP 테스트 개요(4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DHelper 개체 사용
TDHelper 개체는 ALM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RunTestSet
선택한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고 누적된 테스트 집합 실행 상태를 반환합니다.

RunTestSet([Name = "default"], [Filter = ""], [Locally = FALSE], [Host = ""], [HostGroup
= ""])
Name - 테스트 집합 이름입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기본값 = "default"
Filter - 테스트 필터입니다. 실행할 테스트를 정의합니다. 비어 있으면 지정된 테스트 집합의 모든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ALM에 지시합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기본값 = ""
Locally - TRUE로 설정된 경우, instructs ALM이 테스트 집합을 로컬로 실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선
택 사항입니다. 기본값 = FALSE
Host - 테스트 집합이 실행되는 호스트입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기본값 = ""
HostGroup - 테스트 집합이 실행되는 호스트 그룹입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기본값 = ""

RunTest
선택한 테스트를 실행하고 테스트 실행 상태를 반환합니다.

RunTest(Name, Instance, TestSet, [Locally = FALSE], [Host = ""], [HostGroup = ""])
Name - 테스트 이름입니다.
Instance - 테스트 인스턴스입니다.
TestSet - 테스트 집합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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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ly - TRUE로 설정된 경우, instructs ALM이 테스트 집합을 로컬로 실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선
택 사항입니다. 기본값 = FALSE
Host - 테스트 집합이 실행되는 호스트입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기본값 = ""
HostGroup - 테스트 집합이 실행되는 호스트 그룹입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기본값 = ""

AddDefect
테스트를 디버그 모드에서 실행 중인 경우 현재 테스트에 새 결함을 추가합니다. 테스트를 테스트 모
드에서 실행 중인 경우에는 현재 테스트 집합에 있는 테스트 인스턴스의 현재 실행에 새 결함이 추가
됩니다. 생성된 결함 개체를 반환합니다.

AddDefect([Fields], [stepKey])
Fields - 2차원 배열입니다. 첫 번째는 필드 이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필드 값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 사항.
stepKey. 새 결함과 관련된 단계의 단계 ID입니다. 선택 사항.

AddDefectUI
ALM 새 결함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현재 테스트(디버그 모드) 또는 현재 실행(테스트 모드)에 새 결
함을 추가합니다.

AddDefectUI([stepKey])
stepKey. 새 결함과 관련된 단계의 단계 ID입니다. 선택 사항.

AddStepToRun
현재 실행에 새 단계를 추가합니다. 생성된 단계 개체를 반환합니다.

AddStepToRun(Name, [Desc], [Expected], [Actual], [Status])
Name - 단계 이름입니다.
Desc - 단계 설명입니다. 선택 사항.
Expected - 예상되는 단계 결과입니다. 선택 사항.
Actual - 실제 단계 결과입니다. 선택 사항.
Status - 단계 상태입니다. 선택 사항.

DownLoadAttachment
테스트 개체와 연결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수행된 로컬 경로를 반환합니다.

DownLoadAttachment(Name, item)
Name - 첨부 파일 이름입니다.
item - 첨부 파일이 있는 개체를 나타냅니다.

UpLoadAttachment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고 테스트 개체와 연결합니다.

UpLoadAttachment(path, item)

HP ALM (12.00)

506/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0장: VAPI-XP 테스트

path - 업로드할 항목의 로컬 경로(전체 지정된 파일 이름)입니다.
item - 첨부 파일을 연결할 개체를 나타냅니다.

TDInput 개체 사용
TDInput 개체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입력 값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
다.

GetInput
최종 사용자로부터 입력 값을 얻을 수 있는 입력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GetInput([Caption],[Name])
Caption - 대화 상자 캡션입니다. 선택 사항.
Name - 입력 값의 이름입니다. 선택 사항.

TDOutput 개체 사용
TDOutput 개체는 VAPI-XP 출력 탭을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우기 방법
출력 탭을 지웁니다.

지우기

인쇄 방법
출력 탭의 새 줄에 텍스트 메시지를 인쇄합니다.

Print(Msg)

HookDebug 속성
OutputDebugString 탭 API 함수에 대한 후크를 설정하거나 제거합니다.

HookDebug

텍스트 속성
출력 탭 텍스트를 가져오거나 설정합니다.

String Text

XTools 개체 사용
XTools 개체는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run
전달된 특성과 함께 명령줄을 실행합니다.

run(Command, [Args = ""], [Timeout = -1], [UseOutput = TRUE])

HP ALM (12.00)

507/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0장: VAPI-XP 테스트

Command - 응용 프로그램 실행 파일입니다.
Args - 응용 프로그램 인수입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기본값 = ""
Timeout - 시간 제한(밀리초)입니다. 이 값이 -1인 경우 ALM은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마칠 때까지
무제한 기다립니다.
UseOutput - TRUE인 경우 ALM은 표준 출력을 VAPI-XP 출력 창으로 바꿉니다.

WrapArray
개체 배열에서 변형 배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호출된 개체가 메서드 결과로 문자열 배열을 반환
하는 경우 지원되는 스크립트 엔진에서 배열을 읽을 수 없습니다. WrapArray 함수를 호출하고 반환
된 배열을 함수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스크립팅 엔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변형 배열이 생성됩니다.

WrapArray (array)
array - 래핑할 배열입니다.

Sleep
스크립트 실행을 지정된 시간 동안 일시 중단합니다.

Sleep(interval)
interval - 스크립트 실행 일시 중단 시간(밀리초)입니다.

디버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고 편집한 후에 디버그 모드 또는 테스트 모드에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면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를 포함하
거나 ALM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실행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도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테스트를 개발 중인 동안에는 디버그 모드를 사용하고, 테스트 만들기를 완료한 후에는 테스트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VAPI-XP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API-XP 테스트 개요(4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디버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1.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VAPI-XP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스크립트 탭을
클릭합니다.
2. 테스트 > 실행(디버그 모드)을 선택하거나 스크립트 실행 버튼
트 스크립트의 실행이 ALM에서 시작됩니다.

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테스

3. 보기 > 출력을 선택하여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생성된 출력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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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출력 탭을 지우려면 출력 지우기 버튼

n

출력 텍스트를 클립보드에 복사하려면 텍스트를 선택하고 선택한 텍스트를 클립보드에 복사
버튼

n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스크립트 출력을 보려면 웹 브라우저에서 출력 텍스트 열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n

테스트 스크립트 출력을 인쇄하려면 출력 인쇄 버튼

을 클릭합니다.

4. VAPI-XP 테스트 실행을 마치기 전에 테스트 실행을 중지하려면 테스트 > 중지를 선택하거나 중
지 버튼

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를 추가한 후에는 테스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면 ALM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실행 데이터가 생성됩니
다. 테스트 계획 또는 테스트 랩 모듈에서 VAPI-XP 테스트를 테스트 모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VAPI-XP 테스트를 원격으로 실행하려면 테스트가 실행되는 호스트 컴퓨터에 HP ALM
Client Registration Add-in 및 HP ALM Connectivity Add-in을 설치해야 합니다. Add-i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VAPI-XP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API-XP 테스트 개요(4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VAPI-XP 테스트를 테스트 모드로 실행하려면
1. 테스트 계획 트리에서 VAPI-XP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스크립트 탭을 클릭합니다.
2. 테스트 > 실행(테스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집합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테스트 집합 상자에서 현재 VAPI-XP 테스트가 포함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합니다.
4. 인스턴스 상자에서 실행할 테스트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5. 실행 이름 상자에 테스트 실행에 할당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테스트의 실행이 ALM에서 시작됩니다.
7.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생성된 출력을 보려면 보기 > 출력을 선택합니다. 출력 탭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디버그 모드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0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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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API-XP 테스트 실행을 마치기 전에 테스트 실행을 중지하려면 테스트 > 중지를 선택하거나
중지 버튼

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랩 모듈에서 VAPI-XP 테스트를 테스트 모드로 실행하려면
1. 테스트 집합 탭에서 실행할 VAPI-XP 테스트가 포함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합니다.
2. 실행 표에서 실행할 테스트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가 열리
고 선택한 테스트가 표시됩니다.
3. 호스트에서 실행 열에서 VAPI-XP 테스트를 실행할 호스트 컴퓨터를 선택하거나, 모든 테스트
를 로컬로 실행을 선택하여 로컬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4.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ALM에서 선택한 VAPI-XP 테스트의 실행이 시작되면서 VAPI-XP 테
스트 스크립트 창이 열립니다. ALM에서 테스트 실행을 마치면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 테스트
실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 테스트 모드를 디버그하는
방법
테스트 실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으면 VAPI-XP의 통합 디버거를 사용하여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디버그할 수 있습니다.
참고: PerlScript 또는 PythonScript 테스트 스크립트는 통합 디버거를 사용하여 디버그할 수 없
습니다.
VAPI-XP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API-XP 테스트 개요(4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디버그하는 방법:
1.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 스크립트 탭에서 디버그 > 통합 디버거를 선택합니다. 디버깅 프로
세스를 제어하는 추가 버튼이 도구 모음에 표시됩니다.
2. 스크립트에 중단점을 설정하려면 스크립트에서 중단점을 설정할 줄을 선택하고 디버그 > 중단
점 설정/해제를 선택하거나 중단점 설정/해제 버튼
을 클릭합니다. 또는 스크립트에서 줄
옆의 회색 여백 부분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줄이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3. 스크립트 실행 버튼
을 클릭합니다. ALM이 스크립트 실행을 시작하며 정의된 중단점에서
중지합니다. 출력 탭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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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LM이 중단점 이후에 스크립트를 입력하도록 하려면 디버그 >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선택하거
나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버튼
강조 표시됩니다.

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에서 중단점 다음의 줄이 파란색으로

5. ALM이 스크립트에서 프로시저 단위로 줄을 실행하도록 하려면 프로시저 단위 실행 버튼
클릭하거나 디버그 > 프로시저 단위 실행을 선택합니다.

을

6. ALM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하려면 디버그 > 프로시저 나가기를 선택하거나 프로시저 나가
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출력이 출력 탭에 표시됩니다.

7. 스크립트에서 각 변수 값을 보거나 편집하려면 디버그 > 변수를 선택하거나 변수 보기 버튼
을 클릭합니다. 변수 대화 상자가 열리고 현재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표시됩
니다. 속성을 볼 변수를 선택합니다.
변수 값을 변경하려면 값 상자에 할당할 새 값을 입력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
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변수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8. 디버그하는 동안 특정 변수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디버그 > 조사를 선택하거나 조사 창 표시 버
튼

을 클릭하여 조사 탭을 표시합니다.

조사 탭에 변수를 추가하려면 +를 클릭하고 프롬프트 상자에 변수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변수와 그 값이 조사 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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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LM이 스크립트 실행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려면 디버그 > 실행 다시 시작을 선택하거나 실행
다시 시작 버튼

을 클릭합니다.

10. 디버그 > 디버깅 중지를 선택하거나 디버깅 중지 버튼
디버깅을 중지하도록 합니다.

을 클릭하여 통합 디버거가 스크립트

VAPI-XP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P VAPI-XP 마법사

512

테스트 스크립트 탭

512

HP VAPI-XP 마법사
이 마법사를 사용하여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API-XP 테스
트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49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스크립트 탭
이 탭에서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
l

VAPI-XP 테스트 스크립트를 편집하는 방법 (500페이지)

l

VAPI-XP API 사용 방법(50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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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테스트 랩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기준선 지정과 관련된 필드와 기능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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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실행 개요

516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18

초안 실행을 사용하는 방법

520

ALM에서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테스트

520

테스트 랩 모듈 사용자 인터페이스

523

HP ALM (12.00)

515/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1장: 테스트 실행 소개

테스트 실행 개요
테스트 집합을 작성하고 각 집합에 포함할 테스트를 선택하여 테스트 실행을 시작합니다. 테스트 집
합에는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 프로젝트에서 특정한 테스트 목표를 달성하
도록 설계된 테스트 하위 집합이 포함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프로젝트에서 수동 및 자동
테스트를 실행하여 결함을 찾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ALM 테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을 사용하여 테스트 실행
ALM 버전: 기능 테스트 집합은 ALM 버전이 있는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능 테스트 집합에 있는 테스트는 서버 쪽 실행을 사용하여 실행합니다. 따라서 원격으로도 테스트
를 시작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은 시간 슬롯을 통해 실행하므로 테스트 집합을
즉시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실행하고 나
면 ALM에서 테스트 집합에 필요한 리소스가 예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테스트 집합은 사용자의 개
입 없이 시작되며 미리 제공한 입력을 사용하여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l

l

l

l

기능 테스트 또는 기능 테스트 집합의 실행은 시간 슬롯 모듈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스
트에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 표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즉시 실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능 테스트는 ALM 또는 랩 관리의 랩 리소스에 구성된 테스트 호스트에서 실행됩니다. 기능 테
스트 집합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호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테스트 호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호스트 개요(3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를 예약하면 적절한 테스트 호스트가 테스트용으로 예약되며, 테스트에 사용할 다른 적절
한 호스트를 찾지 않는 한 예약된 호스트를 다른 테스트용으로 예약할 수 없습니다.
ALM에서는 호스트 할당을 동적으로 관리합니다.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예약한
테스트 호스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ALM에서 나머지 테스트 호스트를 자동으로 재편성하고,
가능한 경우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테스트 호스트를 다시 할당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호스트 할당(65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능 테스트 집합은 ALM Continuous Delivery 솔루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
된 종단 간 배포 및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르
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기능 테스트 집합을 사용하는 방법은 ALM에서 응용 프로그
램 배포 및 테스트(5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테스트 집합을 사용하여 테스트 실행
기본 테스트 집합에 있는 테스트는 클라이언트 쪽 실행을 사용하여 실행합니다. 테스트는 로컬 컴퓨
터에서 직접 제어합니다. 기본 테스트 집합은 ALM에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테스트 집합에서 수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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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HP Sprinter를 사용합니다. 수동 테스트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는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 또는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는 Sprinter 기능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l

수동 실행기를 사용합니다. Sprinter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 실행기를 사용하여 테스트
를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단계를 따르고 테스트 아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
업을 수행합니다. 실제 응용 프로그램 결과가 예상 출력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 단계의 통과
또는 실패가 결정됩니다.
기본 테스트 집합에서 자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l

l

l

자동 실행기를 사용하여 로컬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면 ALM에서 선택된 테스트 도구를 자동으로 열고 로컬 컴퓨터 또
는 원격 호스트에서 테스트를 실행한 다음 ALM으로 결과를 내보냅니다.
수동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고 원격 호스트를
지정하면 ALM에서 지정된 테스터에게 지정된 호스트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라고 전자 메일로 알
립니다.

ALM에서의 테스트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후에는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목표는 실패한 단계를 식별하고 응용 프로
그램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거나 테스트의 예상 결과를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
기적으로 실행 데이터를 보고 보고서 및 그래프를 생성하여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개요(69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를 초안 실행으로 설정하여 ALM에서 실행 결과를 무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안 실행(51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기준선 지정과 관련된 필드와 기능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초안 실행
테스트를 초안 실행으로 설정하면 ALM에서 실행 결과를 무시합니다. 테스트 인스턴스를 초안 실행
으로 설정하면 실행 결과가 테스트 실행 상태, 테스트 인스턴스 상태 또는 적용 범위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남은 실행 테스트 인스턴스의 수를 계산할 경우와 적용 범위, 진행률 및 실시간 분
석 그래프를 표시할 경우에도 ALM에서 초안 실행을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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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테스트 실행을 초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후에도 언제든지 초안 실
행 필드를 수정하여 테스트 실행을 초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초안 실행 값을 변경하면
ALM에서 관련된 모든 통계를 다시 계산하고 관련 상태 필드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프에는 업데이
트된 결과가 표시됩니다.
초안 실행을 사용하면 테스트를 개발하는 동안이나 수정한 후에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각 단계 설명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테스트하거나 큰 테스트 스크립트의 일부만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을 초안으로 설정하려면 적절한 사용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초안 실행을 사용하는 방법(52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이 작업은 ALM 테스트 랩 모듈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로드
맵(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테스트 집합 만들기(518페이지)

l

기능 테스트 집합에서 테스트 실행(518페이지)

l

기본 테스트 집합에서 테스트 실행(519페이지)

l

성능 테스트 실행(519페이지)

l

테스트 결과 확인 및 분석(519페이지)

l

결함에 링크(520페이지)

1.

테스트 집합 만들기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을 만들고 정의합니다. 테스트 집합을 만든 후 릴리스 모듈의 릴
리스 트리에 정의된 주기에 테스트 집합 폴더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유형의 테스트 집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2.

기능 테스트 집합에서 테스트 실행
ALM 버전: 기능 테스트 집합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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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능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는 서버 쪽 실행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
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에서 테스트를 실행하
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3.

n

나중에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도록 예약하려면 시간 슬롯 모듈에서 시간 슬롯을 예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66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테스트가 시간 슬롯에서 즉시 실행되도록 하려면 테스트 랩 모듈에서 실행 표 탭을 사용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2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테스트 집합에서 테스트 실행
기본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는 클라이언트 쪽 실행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테스트 랩 모듈을 사
용하여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제어하고 실행합니다. 기본 테스트 집합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4.

n

테스트를 계획하는 동안 정의한 테스트 단계를 실행하며 수동 및 자동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
행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12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n

테스트 집합의 수동 및 자동 테스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2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성능 테스트 실행
Performance Center: 성능 테스트를 실행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부하를 만들고 성능을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를 실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n

나중에 성능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예약하려면 시간 슬롯 모듈에서 시간 슬롯을 예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66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테스트가 시간 슬롯에서 즉시 실행되도록 하려면 테스트 랩 모듈에서 실행 표 탭을 사용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2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성능 테스트 실행은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5.

테스트 결과 확인 및 분석

HP ALM (12.00)

51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1장: 테스트 실행 소개

테스트를 실행한 후 결과를 검토하여 실제 결과가 예상 테스트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테스트 결과 확인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그래프와 보고서를 만들어 실행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테스트 집합 폴더의 동적 그래프 보기 -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테스트 폴더를 선택하고 실시
간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실시간 분석 그래프 작성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5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테스트 집합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기 - 테스트 랩 모듈 메뉴에서 분석 > 그래프를 선택합니
다. 그래프 작성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n

테스트 집합 데이터의 보고서 만들기 - 테스트 랩 모듈 메뉴에서 분석 > 프로젝트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보고서 작성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812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의 추가 분석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6.

결함에 링크
결함을 발견하면 새 결함을 만들어 테스트 집합, 테스트 인스턴스, 테스트 실행, 실행 단계 등에
링크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초안 실행을 사용하는 방법
이 작업은 테스트 실행을 초안 실행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테
스트 실행을 초안 실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l

테스트 실행 전 -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수동으로 실행 중인 테스트를 초안 실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동 실행기의 실행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초안 실행 필드 값을 Y로 설정합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동 실행기 마법사(6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후 - 실행의 초안 실행 필드를 수정하여 테스트 실행을 초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실행 세부 정보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ALM에서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테스트
ALM 버전: 아래 작업의 대부분에는 ALM 버전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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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에서는 배포부터 테스트까지 응용 프로그램 빌드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
습니다. ALM과 함께 랩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배포와 테스트 집합이 야간 또는 매시간 실행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포와 테스트는 사용자 조작 없이 실행되며 빌드가 완료되는 직후 실행
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의하는 특정 환경에 빌드를 배포하도록 예약할 수 있으
며 HP CDA(Continuous Delivery Automation)와 통합하여 사설 또는 공용 클라우드에 동적으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ALM 및 랩 관리는 응용 프로그램 팀이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개발, 패키지화, 배포, 테스트할 수 있
는 지속적 제공 상태를 달성하여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종단 간 배포와 테스트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ALM에서 제공하는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l

자동 테스트 만들기

l

테스트 집합 만들기

l

빌드 확인 세트 만들기

l

AUT 환경 구성 정의

l

배포 및 테스트의 시간 슬롯 예약

1.

자동 테스트 만들기
ALM은 AUT(테스트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동 테스트를 제
공합니다.
테스트 유형에는 기능과 성능의 두 가지 기본 범주가 있습니다.
n

기능 테스트는 응용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n

성능 테스트는 응용 프로그램이 부하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
니다.

테스트는 테스트 >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만듭니다. 작업 정보는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제공 및 지원하는 테스트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유형(378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포괄적 테스트 집합을 만들려면 우선 테스트 계획 개요(3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테스트 집합 만들기
ALM은 테스트 집합이라는 테스트 컨테이너를 제공합니다. ALM은 기능 테스트 집합 및 성능 테
스트 집합, 각각의 자동 테스트 유형에 대한 테스트 집합 유형을 제공합니다.
테스트를 테스트 집합으로 그룹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및
측면을 기준으로 그룹화할 수도 있고, 긍정적 흐름을 확인하는 테스트 그룹과 부정적 흐름을 확
인하는 테스트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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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집합은 테스트 > 테스트 랩 모듈에서 만듭니다. 작업 정보는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
(55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빌드 확인 세트 만들기
ALM에서는 유형과 상관없이 여러 테스트 집합을 묶어 빌드 확인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빌드
확인 세트는 빌드의 전반적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빌드 확인 세트는 기능 테스트 집합
과 단일 성능 테스트 집합을 둘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 빌드 확인 세트를 만들어 다양한 포괄성 수준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
나의 큰 빌드 확인 세트를 만들어 매일 야간에 실행하고 다른 빌드 확인 세트에는 핵심 테스트 집
합만 포함하여 매시간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으며, 빌드를 만들 때마다 수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빌드 확인 세트는 테스트 > 빌드 확인 모듈에서 만듭니다. 작업 정보는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빌드 확인 개요(63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AUT 환경 구성 정의
ALM에서는 빌드 구성 세트 및 테스트 집합과 묶을 수 있는 환경 매개 변수 집합, 즉, AUT 환경
구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지만 다른 환경 매개 변수가 필요한 테스트를 여러 개 정의 및 실행하는 대
신, AUT 환경 구성에 환경 매개 변수 집합을 묶을 수 있습니다. 빌드 확인 구성 세트 또는 기능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때 AUT 환경 구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LM에서 해당 매개 변
수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동적이고 변경되는 경우 ALM 및 랩 관리를 사용하여 AUT 환경 구성을 CDA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AUT 환경 구성의 환경 매개 변수를 CDA에 링크하면 사설 또는 공용 클라
우드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환경을 동적으로 프로비저닝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AUT 환경 구성은 랩 리소스 > AUT 환경 모듈에서 만듭니다. 작업 정보는 AUT 환경 사용 방법
(3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개요(34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DA 서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랩 관리에서 CDA 서버 관리에 대한 작업 정보는 HP ALM Lab Management Guide. ALM에서
AUT 환경 구성 및 매개 변수 링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A에 AUT 환경 링크(348페이지) 및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배포 및 테스트의 시간 슬롯 예약
ALM에서는 시간 슬롯을 사용하여 향후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 및 테스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ALM을 통해 시간 슬롯에 필요한 테스트 리소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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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에서는 빌드를 만든 후 테스트 집합을 수동으로 실행하는 대신 리소스를 자동으로 할당하
고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비저닝, 배포,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 슬롯을 사
용하여 빌드 확인 세트 또는 테스트 집합 실행의 리소스를 예약할 수 있으며, CDA를 빌드 확인
세트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적 프로비저닝 및 배포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예약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테스트 > 시간 슬롯 모듈에서
시간 슬롯을 만들어 테스트를 예약하고 사전에 리소스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슬롯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660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및 테스트 집합 실행에 대한 작업 정보는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21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 실행에 대한 작업 정보는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시간 슬롯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랩 모듈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랩 모듈 창

523

테스트 랩 모듈 메뉴 및 버튼

526

테스트 랩 모듈 아이콘

543

테스트 랩 모듈 필드

544

테스트 랩 모듈 창
이 창에서 테스트 집합을 만들고 테스트 실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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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테스트 랩 모듈을 사용하여 테스트 집합 트리의 테스트 집합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집합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l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기준선 지정과 관련된 필드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

l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

테스트 실행 개요(516페이지)

테스트 랩 모듈 공통 요소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테스트 랩 모듈
공통 UI 요소>

설명
l

l

l

l

테스트 랩 필드 - 필드 정의는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테스트 랩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테스트 랩 모듈 메뉴
및 버튼(52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랩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테스트 랩 모듈 아이콘(543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45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필터 상태 표시줄>

트리에 현재 적용된 필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테스트 집합 트리 바로 위
에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트리>

창 왼쪽에 있으며 테스트 집합을 계층 구조로 정리 및 표시합니다. 테스
트 집합은 프로젝트의 테스트 하위 집합을 포함합니다.
참고: 폴더 내에서는 테스트 집합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트리 보기
를 새로 고치면 폴더의 테스트 집합이 사전순으로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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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테스트 선택 창

선택한 테스트 집합에 추가할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테스트 계획 트
리 탭 및 요구 사항 트리 탭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선택 창
(5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표, 실행 흐름. 표시하려면 테스트 선택 버튼을 클릭합
니다.

세부 정보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 또는 폴더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참고: 테스트 집합 폴더의 경우 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실행 표 탭

테스트 데이터를 표로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행 표 탭(563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요청된 호스트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에 요청된 호스트를 표시합니다.
요청된 호스트 탭은 서버 측 실행 기능 테스트 집합에만 사용 가능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요청된 호스트 탭(57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실행 흐름 탭

테스트 데이터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합니다. 테스트 실행 조건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행 흐름 탭(590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자동화 탭

전자 메일 알림 규칙 및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의 실패 시 지침을 표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화 탭(57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
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결함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에 링크된 결함을 나열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 세부 정보는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기록 내역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에 대한 변경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설명 탭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를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
를 클릭합니다.

실시간 분석

현재 선택한 테스트 집합 폴더와 관련된 테스트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표
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시간 분석 탭(85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집합 폴더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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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랩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랩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랩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

참고 항목

l

테스트 실행 개요(516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아이콘(54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메뉴

흐름에 시간 종속 관계 추

설명
다이어그램에 시간 종속 관계 아이콘을 추가
합니다.

가

테스트의 시간 종속 관계를 만들려면 화살표
를 아이콘에서 실행 흐름의 테스트로 연결합
니다. 기본 시간 종속 관계는 ALM 서버의 현
재 날짜 및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행
흐름 탭(59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흐름

즐겨찾기에 추가

즐겨찾기

개인 또는 공용 폴더에 즐겨찾기 보기를 추
가할 수 있는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를 엽
니다.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
자(1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경보

테스트(테스트 집합
탭 > 실행 표)

경보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경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표

레이아웃 정렬

테스트

실행 흐름 다이어그램에서 테스트를 계층 레
이아웃으로 배치하여 테스트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실행 흐름

주기에 할당

HP ALM (12.00)

테스트 집합

주기에 테스트 집합 폴더를 할당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기 선택 대화 상자
(1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26/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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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첨부 파일

<오른쪽 클릭 메뉴>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 첨
부 파일 페이지를 열고 테스트 인스턴스에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표

경보 지우기

테스트

모듈에 대해 표시되는 경보를 지웁니다. 자
세한 내용은 경보 사용 방법(10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표

할당된 주기 지우기

추가 작업 플래그 지우기

테스트 집합

l

l

고정된 기준선 지우기

편집(테스트 실행
모듈에서)
테스트(테스트 랩
모듈 > 실행 표)

테스트 집합

테스트 집합 폴더에서 할당된 주기를 지웁니
다.
선택한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행에
대한 추가 작업 플래그를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에 고정된 기준선을 지웁니다.
참고: 고정된 테스트 집합을 지우면 테
스트 집합에서 모든 테스트 실행이 삭제
됩니다.

축소

보기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선택한 폴더 아래의
폴더를 축소합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집합 탭

수동으로 계속 실행

l

l

클립보드로 복사

HP ALM (12.00)

테스트(테스트 랩
모듈 > 실행 표/흐
름)

선택한 테스트를 처음 실행했을 때 사용한
실행기를 사용하여 실행을 계속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방법
(6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테스
트 실행 모듈)

테스트

실행 흐름 다이어그램을 클립보드에 비트맵
으로 복사합니다.

527/86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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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URL 복사/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실행을 복
사하여 해당 URL을 링크로 붙여넣습니다.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실행 자체가 복사
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전자 메일 또는 문서
와 같은 다른 위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
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ALM이 열리고 테
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실행으로 이동합니
다. 아직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면 ALM에서
먼저 로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복사/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
를 복사하여 동일한 프로젝트 또는 다른 프
로젝트의 다른 테스트 집합 폴더로 붙여넣습
니다.
테스트 집합을 다른 프로젝트에 붙여넣는 경
우 대상 프로젝트로 테스트 집합 폴더 붙여
넣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상 프로젝트에 테스트 집합 폴더 붙여넣기
대화 상자(58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l

l

잘라내기/붙여넣기

편집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
를 복사할 때 테스트 실행 정보는 복
사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
를 여러 프로젝트에 복사하려면 해당
프로젝트에서 모두 동일한 ALM 버
전 및 패치 수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택한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
를 테스트 집합 트리의 다른 위치로 이동합
니다.
팁: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를 끌어서 새 위
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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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도구 모음>

Performance Center: 테스트 실행을 분석
하거나, SLA를 다시 계산하거나, 추세 보고
서에 테스트 실행을 추가할 경우 데이터 처
리 큐에 작업이 추가되어 해당 작업이 언제
수행될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실행 모듈

편집
삭제

선택한 테스트 집합, 테스트 집합 폴더 또는
테스트 실행을 삭제합니다. Root 폴더, 연결
되지 않음 폴더 또는 기본 테스트 집합을 삭
제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집합 폴더를 삭제하는 경우 폴더 삭
제 확인 대화 상자가 열리고 다음 삭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l

세부 정보

폴더만 삭제 - 폴더를 삭제하고 테스트
집합을 모두 연결되지 않음 폴더로 이동
합니다. 연결되지 않음 폴더에는 더 이상
폴더와 관련이 없는 모든 테스트 집합이
보관됩니다.
폴더 및 테스트 집합 삭제 - 하위 폴더와
테스트 집합을 포함하여 폴더를 완전히
삭제합니다.

해당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테
스트 집합,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
행의 세부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

l

l

테스트 편집

HP ALM (12.00)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대화 상자 (584페
이지)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567페이지)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711페이지)

Performance Center: 성능 테스트 설계자
를 열고 선택한 성능 테스트를 설계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
오.

52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1장: 테스트 실행 소개

UI 요소

메뉴

설명

수동 테스트 실행 확인 사
용

테스트

수동 테스트를 실행할 때마다 ALM에서 수동
테스트 실행 대화 상자를 표시하도록 지정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동 테스트 실행 대화
상자(6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표, 실행 흐름

모두 확장
내보내기

보기

l

l

필터

테스트 집합(테스
트 랩 모듈)
편집(테스트 실행
모듈)

보기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선택한 폴더 아래의
폴더를 모두 확장합니다.
테스트 실행 탭의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Microsoft Word
문서, HTML 문서 또는 텍스트 문서로 내보
냅니다.
테스트 실행 표에서 실행을 필터링하고 정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
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실행 모듈

찾기

l

l

폴더/테스트 집합 찾기

테스트(테스트 랩
모듈 > 실행 표)
편집(테스트 실행
모듈)

편집

찾기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실행 표의 테
스트 실행을 검색하거나 실행 표의 테스트
인스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찾기 대화 상자(81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찾기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집합 및 테스
트 집합 폴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대화 상자(81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참고: 테스트 집합 트리에 필터를 적용
한 경우 ALM에서 검색을 현재 표시된
테스트 집합으로 제한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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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흐름에서 테스트 찾기

<오른쪽 클릭 메뉴>

테스트 인스턴스 찾기 대화 상자를 열고 실
행 흐름 다이어그램에서 테스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성공하면 결과 찾기 대화 상자가 열
립니다. 맨 위에 유지 버튼
을 클릭하면
결과 찾기 대화 상자가 모든 열린 창 맨 위에
표시됩니다.
선택한 창을 결과 찾기 대화 상자 위에 표시
하려면 위에 표시 안 함 버튼
니다.

을 클릭합

사용 가능: 실행 흐름
창에 맞춤

<도구 모음>

실행 흐름 다이어그램의 크기를 창에 맞춰
조정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여 배율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l

l

l

l

확대 수준: 25%, 50%, 150%, 200%.
일반 - 다이어그램을 100% 배율로 표시
합니다.
창에 맞춤 - 창에 전체 다이어그램을 표
시합니다.
사용자 지정 확대/축소 - 사용자 지정 확
대/축소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확대/축소
수준을 입력하고 확대/축소를 클릭합니
다.

사용 가능: 실행 흐름
추가 작업 플래그

l

l

HP ALM (12.00)

테스트(테스트 랩
모듈 > 실행 표)
편집(테스트 실행
모듈)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행의 추가
작업 플래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
자(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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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테스트 구성 생성

<오른쪽 클릭 메뉴>

이전 버전의 Quality Center에서 업그레이
드한 후에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기존 테
스트 인스턴스에서 테스트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옵션은 테스트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만 사용하십시오. 새 테스트 또
는 이미 마이그레이션된 테스트에는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테스트 구성
생성 대화 상자(4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사용 가능: 실행 표

테스트 계획의 구성으로
이동

테스트

테스트 계획 모듈을 열고 테스트 구성 탭에
서 선택한 테스트 구성을 강조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실행 표, 실행 흐름

테스트 계획의 테스트로
이동

테스트

테스트 계획 모듈을 열고 선택한 테스트를
강조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실행 표, 실행 흐름

테스트 집합으로 이동

테스트 집합

테스트 집합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테
스트 집합 ID를 입력하여 테스트 집합 트리
에서 특정 테스트 집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에 대한 테스트 집합 ID를 확인
하려면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시간 슬롯으로 이동

<오른쪽 클릭 메뉴>

선택한 테스트 실행에 대한 시간 슬롯을 보
여 주는 시간 슬롯 모듈을 엽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실행 모듈

ALM 버전: 시간 슬롯은
HP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
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
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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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그래프

분석

테스트 랩 데이터에 대해 만들 수 있는 그래
프를 나열합니다. 사전 정의된 그래프를 선
택하거나 그래프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사전 정의된 그래프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엔터티 그래프 유형(772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표 필터

보기

각각의 열 이름 아래에 표 필터 상자를 표시
하고 열에 대한 필터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
니다.
상자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자를 클릭하여 찾
아보기 버튼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필터 조
건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은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테스트 집합에 대한
호스트 관리자

테스트 집합

호스트 관리자 대화 상자를 열고 기본 테스
트 집합 내에서 원격 테스트 실행에 사용할
호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호스트 관리자 대화 상자(기본 테스트 집
합에만 해당)(62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테스트 집합에 대한
호스트 관리자

테스트 집합

테스트 호스트 모듈을 열고 서버 측 기능 테
스트 집합 실행에 사용할 호스트를 관리 및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호스트 개요(3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시기 열

테스트

실행 표 및 테스트 실행 표 왼쪽에 다음 열이
표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테스
트 랩 모듈 아이콘(543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마지막 실행 보고서

테스트

마지막 실행 보고서 창을 열고 선택한 테스
트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 실행 결과를 표시
합니다.
표시 화살표를 클릭하여 마지막 실행 보고서
창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Performance Center Edition: 마지막 실
행 결과 창을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
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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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실행 보고서

<도구 모음>

ALM 버전: 기능 테스트 집합의 경우 선택한
테스트 집합에 대한 실행 보고서 페이지가
열리고 이 테스트 집합에 속한 마지막 실행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실행 보고서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행 보고서 페이지
(6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시간 분석

분석

실시간 분석 탭에 그래프를 표시하는 옵션을
나열합니다. 그래프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모양을 구성합니다. 실시간 분석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분석 개요(750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사용 가능: 실시간 분석 탭

최근에 사용한 분석

분석

ALM에서 가장 최근에 본 보고서 및 그래프
를 나열합니다. 최대 10개 항목을 표시합니
다.

테스트 집합

새 테스트 집합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
한 폴더 아래에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폴더

구문 예외: 테스트 집합 폴더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ˆ *
테스트 집합

새 테스트 집합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폴
더 아래에 테스트 집합을 추가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새 테스트 집합 대화 상자
(58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 대화 상자를 열고 실
행 표 또는 실행 흐름의 테스트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 대화 상자(628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새 테스트 집합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

사용 가능: 실행 표, 실행 흐름
즐겨찾기 구성

즐겨찾기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를 열고 속성을 변
경하거나 보기를 삭제하여 즐겨찾기 보기 목
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즐
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115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집합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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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성능 추세

<도구 모음>

Performance Center: 내 Performance
Center를 열고 추세 보고서 기능을 표시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실행 모듈

기준선으로 고정

테스트 집합

기준선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집합
을 기준선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기준선 선택 페이지(233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개인

즐겨찾기

즐겨찾기 보기를 만든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는 즐겨찾기 보기를 나열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분석

테스트 랩 데이터에 대해 작성할 수 있는 사
전 정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나열합니다. 보
고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정의
된 프로젝트 보고서(816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목록에서 보고서를 선택하면 보고서의 미리
보기가 생성됩니다. 미리 보기에는 보고서
섹션당 최대 5개의 엔터티가 표시됩니다. 전
체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미리 보기의 왼쪽
위에서 생성 버튼 옆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
하고 생성할 보고서 형식을 선택합니다.

공용
실행 제거

즐겨찾기

l

l

테스트 집합(테스
트 랩 모듈 > 실행
표)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즐겨찾기
보기를 나열합니다.
실행 제거 마법사를 열고 프로젝트에서 오래
된 테스트 실행 결과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행 제거 마법사(71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테스
트 실행 모듈)

테스트
흐름 새로 고침

최신 정보를 표시하려면 보기를 새로 고칩니
다.
사용 가능: 실행 흐름

새로 고침/모두 새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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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행 조건 제거

테스트

선택한 테스트 집합에서 모든 실행 조건 및
시간 종속 관계를 삭제합니다.
테스트 집합에 실행 조건과 시간 종속 관계
가 둘 다 포함된 경우 모든 수행 조건 제거 대
화 상자가 열립니다.
테스트 집합에 실행 조건 또는 시간 종속 관
계 중 한쪽만 포함된 경우 확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 가능: 실행 흐름

실행 조건 제거

<오른쪽 클릭 메뉴>

선택한 조건 화살표에 대한 실행 조건을 삭
제합니다.
사용 가능: 실행 흐름

테스트 집합에서 테스트
인스턴스 제거

테스트

테스트 집합에서 선택한 테스트 인스턴스를
제거합니다.
사용 가능: 실행 표, 실행 흐름

테스트의 수행 조건 제거

<오른쪽 클릭 메뉴>

선택한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모든 실행
조건을 삭제합니다.
사용 가능: 실행 흐름

시간 종속 관계 제거

<오른쪽 클릭 메뉴>
테스트에 연결된 시간 종속 관계
아이
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시간
종속 관계 제거를 선택하면 지정된 시간 종
속 관계가 제거됩니다.
사용 가능: 실행 흐름

이름 바꾸기

바꾸기

편집

l

l

HP ALM (12.00)

테스트(테스트 랩
모듈 > 실행 표)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의 이름
을 바꿀 수 있습니다. Root 폴더, 연결되지
않음 폴더 또는 기본 테스트 집합은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서 필드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꾸기 대
화 상자(8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편집(테스트 실행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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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테스트 집합 다시 설정

테스트 집합

테스트 집합 다시 설정 확인 대화 상자를 열
고 테스트 집합에 포함된 모든 테스트의 상
태를 No Run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의 모든 테스트 실행 결과를 삭
제하도록 ALM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

수동 테스트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열어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l

Sprinter가 로컬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Sprinter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Sprinter 개요(6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ALM 버전: Sprinter 기능은 ALM
Essentials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
(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l

Sprinter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수동 실행
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동 실행기 마법사(616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수동 테스트를 둘 이상 선택한 경우: 수동 테
스트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
용은 수동 테스트 실행 대화 상자(61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테스트를 선택한 경우: 자동 실행기 대
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 실
행기 대화 상자(6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사용 가능: 실행 표, 실행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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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테스트 집합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기
능 테스트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
(6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행

사용 가능: 실행 표
실행 화면

<오른쪽 클릭 메뉴>

Performance Center: 테스트 실행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성능 테스트 실행 화면을 엽
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테스트 실행이 실행 중 상태인 경우에
만 활성화됩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실행 모듈

테스트 집합 실행

테스트 집합

기본 테스트 집합의 경우:
l

l

테스트 집합에 자동 테스트가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가 열
리고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이 실행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 실행기 대화 상
자(6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에 수동 테스트만 포함된 경
우 수동 테스트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립니
다. 자세한 내용은 수동 테스트 실행 대화
상자(6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테스트 집합의 경우: <엔터티> 실행 대
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기능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터
티> 실행 대화 상자(600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오른쪽 클릭 메뉴>
테스트 실행

HP ALM (12.00)

Performance Center: 선택한 성능 테스트
를 실행합니다. 성능 테스트 실행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538/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1장: 테스트 실행 소개

UI 요소

메뉴

설명

Sprinter로 실행

테스트

Sprinter가 열리고 선택한 테스트가 실행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Sprinter 개요(6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Sprinter 기능은 ALM
Essentials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
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표

수동 실행기로 실행

테스트

수동 또는 자동 테스트를 수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수동으로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수동 실행기 마법사(616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표, 실행 흐름

열 선택

l

l

테스트 선택

테스트(테스트 랩
모듈 > 실행 표)
보기(테스트 실행
모듈)

테스트 집합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어 표시할 열을 지정
하고 표시되는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
(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에 추가할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이 표시됩니다.
l

l

테스트 계획 트리 탭 - 테스트 계획 트리
의 테스트를 테스트 집합에 추가합니다.
요구 사항 트리 탭 - 요구 사항 트리의 요
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를 테스트 집
합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선택 창(580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표, 실행 흐름
전자 메일로 보내기

HP ALM (12.00)

테스트 실행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
서 선택한 수신자 또는 테스터에게 테스트
실행을 전자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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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필터/정렬 설정

메뉴
l

보기

l

테스트(실행 표)

설명
테스트 집합 트리 또는 실행 표에 대한 필터
및 정렬 옵션을 설정합니다.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필터/정렬 설정 - 테스트를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는 필터 대화 상자를 엽니다.
필터/정렬 지우기 - 적용한 모든 필터 또
는 정렬을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체 테스트 이름 표시

테스트

실행 흐름 다이어그램에 전체 테스트 이름을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긴 이름은 잘립니
다.
사용 가능: 실행 흐름

<도구 모음>

선택한 실행의 수행을 중지합니다.

실행 중지
참고: 선택한 실행이 초기화 중, 실행 중
또는 중지 상태인 경우에만 활성화됩니
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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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테스트 집합 유형 전환

<오른쪽 클릭 메뉴>

테스트 집합 유형 전환 - 선택한 테스트 집합
의 실행 모드를 변경합니다. 기본 테스트 집
합과 기능 테스트 집합 사이에서 전환합니
다.
테스트 집합을 기본에서 기능으로 전환할
경우 테스트 집합에 포함된 각각의 테스
트 인스턴스가 변환됩니다.

l

n

테스트 인스턴스에 계획된 호스트 이
름 필드 값이 없거나 값이 테스트 호스
트 모듈의 호스트와 일치하지 않을 경
우 테스트 호스트 필드가 자동 일치로
설정되고 용도는 테스트 인스턴스 유
형에 따라 설정됩니다.

n

계획된 호스트 이름 필드의 값이 테스
트 호스트 모듈의 호스트 중 하나와 일
치하고 해당 테스트 호스트의 용도가
테스트 인스턴스 유형과 일치할 경우
해당 테스트 호스트는 테스트 인스턴
스에 할당됩니다.

테스트 집합을 기능에서 기본으로 전환할
경우 ALM은 해당 테스트 집합이 표시되
는 빌드 확인 세트에서 테스트 집합을 제
거합니다. 테스트가 기본 테스트 집합의
일부로 시작된 경우에는 계획된 호스트
이름 필드가 원래 값으로 복원됩니다.

l

참고:
l

l

HP ALM (12.00)

일부 테스트 인스턴스 유형은 변환할
수 없습니다. 기본에서 기능으로 변
경하는 경우 테스트 집합에 지원되지
않는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변환
프로세스가 차단되고 경고 메시지를
받습니다. 지원되는 테스트 인스턴
스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
QuickTest Professional, 서비스 테
스트, 시스템 테스트 및 VAPI-XP가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이 버튼일 비활성화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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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l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
보

테스트

여러 테스트 집합을 한 번에 선택하
고 변경할 수 있지만 단일 유형의 테
스트 집합(기능 또는 기본)을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테스트 집합
유형이 다른 테스트 집합을 여러 개
선택했다면 전체 선택 항목의 테스트
집합 유형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
고 선택한 테스트 인스턴스의 세부 정보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5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표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테스트 집합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
택한 테스트 집합의 세부 정보를 보고 업데
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대화 상자 (584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텍스트 검색

편집

테스트 랩 모델 모듈 창 하단에 텍스트 검색
창을 열고 사전 정의된 필드에서 기록을 검
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검
색 창(8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실행 모듈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오른쪽 클릭 메뉴>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를 열고 표
에서 선택한 여러 테스트의 필드 값을 업데
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98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사용 가능: 실행 표 탭

보기

테스트

실행 표에서 테스트를 선택하는 옵션을 나열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l

모두 선택

l

모두 선택 취소

l

선택 반전

사용 가능: 실행 표 탭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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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확대/축소

테스트

실행 흐름의 확대 수준을 변경합니다. 다음
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확대 - 확대 수준을 높여 실행 흐름의 섹션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축소 - 확대 수준을 낮춰 실행 흐름의 더 많
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실행 흐름

테스트 랩 모듈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랩 모듈에 표시되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참고 항목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랩을 선택합니다.
l

테스트 랩 모듈 메뉴 및 버튼(526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녹색 별표> - 해당 탭이 채워져 있습니다.
경보 -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행에 대한 경보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l

빨간색 경보 - 새 경보를 나타냅니다.

l

회색 경보 - 이미 읽은 경보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할당된 테스트 집합 폴더 - 주기에 할당된 테스트 집합 폴더입니다.
첨부 파일 - 지정된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행에 대한 첨부 파일을 보
려면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하여 첨부 파일을 엽니다. 첨부 파일이 열 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
가 첨부 파일 링크를 클릭하면 첨부 파일 페이지에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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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추가 작업 플래그 -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행에 대한 추가 작업 플래
그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l

회색 플래그 - 새로운 추가 작업 플래그를 나타냅니다.

l

빨간색 플래그 - 추가 작업 날짜에 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결함 -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행에 대해 연결된 결함을 보려면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고정된 테스트 집합 - 기준선에 고정된 테스트 집합입니다. 자세한 개념은 고정
된 테스트 집합(20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폴더 - 테스트 집합을 구성하는 폴더입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 - 테스트 집합 트리의 기능 테스트 집합입니다.
성능 테스트 집합 - 테스트 집합 트리의 성능 테스트 집합입니다.
기본 테스트 집합 - 테스트 집합 트리의 기본 테스트 집합입니다.
시간 종속 관계 - 테스트 인스턴스의 시간 종속 관계 조건을 수정하려면 클릭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종속 관계 페이지(5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랩 모듈 필드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랩 모듈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HP ALM (12.00)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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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l

l

l

참고 항목

테스트 랩 모듈에는 테스트 계획, 테스트 구성 및 테스트 실행 필드가 표시
됩니다.
n

테스트 랩 모듈에 표시되는 테스트 계획 필드 이름에는 테스트:라는 접
두사가 붙습니다. 테스트 계획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모듈 필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테스트 랩 모듈에 표시되는 테스트 구성 필드 이름에는 구성:이라는 접
두사가 붙습니다. 테스트 구성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탭(45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고 테스트 랩 모듈 필드의 레이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목록을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테스트 랩 모듈 필드 및 값을 제한하고 동적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이름 값이 있는 열을 선택하면 ALM에서 각 사용자의 이름과 전체
이름이 포함된 목록이 표시됩니다. 사용자를 검색하고, 정렬하고, 사용자
그룹으로 그룹화하고, 사용자 목록 또는 그룹 트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목록 대화 상자(8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아래에 나오는 '테스트'라는 단어는 단일 테스트 실행, 테스트 집합 실행 또
는 빌드 실행 세트 실행을 나타냅니다.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필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테스트 통과

실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모든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 상태가 Passed인 경우에만 Y입니다.

할당된 주기

선택한 테스트 집합 폴더가 할당된 주기입니다.

평균 Vuser

테스트 실행 중에 동시에 실행되는 평균 Vuser 수입니다.
참고: Performance Center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준선

테스트 집합이 고정된 기준선입니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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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빌드 확인 세트 이름

빌드 확인 세트의 이름입니다.

해결 날짜

계획된 테스트 집합의 종료 날짜입니다.

구성: 이름

선택한 테스트 실행에 할당된 테스트 구성의 이름입니다.

VUD 사용

테스트 실행에 사용된 VUD 수입니다.
참고: Performance Center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Controller

테스트 실행에 관련된 Controller입니다.
참고: Performance Center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기 종료 날짜

선택한 테스트 집합 폴더가 할당된 주기가 끝나는 날짜입니다.

주기 시작 날짜

선택한 테스트 집합 폴더가 할당된 주기가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도메인/프로젝트

테스트 인스턴스의 도메인 및 프로젝트입니다.

초안 실행

선택한 테스트 실행이 초안 실행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안 실행(51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N

기간

테스트 실행 시간(초)입니다.
참고: 이 필드를 수동으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종료 날짜

실행의 종료 날짜입니다.
참고: 이 필드를 수동으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종료 시간

실행의 종료 시간입니다.

수행 날짜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실행한 날짜입니다.

수행 시간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실행한 시간입니다.

호스트

테스트 실행이 실행된 컴퓨터 이름입니다.

관련 Vuser

실행 중에 한 번 이상 초기화된 Vuser 수입니다.
참고: Performance Center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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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반복

Business Process Tes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또는 흐름 인스
턴스에 정의된 반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의 경우:
l

l

구성 기반 - 반복이 해당 테스트 구성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정한 날짜 - 반복이 수동으로 편집되었고 더 이상 테스트 구성과 일
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링크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반복을 수정합
니다.

흐름의 경우:
l

l

정의되지 않음 - 현재 정의된 반복이 없음을 나타내는 링크입니다. 링
크를 클릭하여 반복을 지정합니다.
<반복> - 흐름 인스턴스에 정의된 총 반복 수로서, 지정되었을 경우
실행에 대해 선택된 반복 범위를 나타내는 링크입니다. 링크를 클릭
하여 반복을 수정합니다.
예
반복 2
반 복 4(2-3 선 택 )

반복 수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로드 생성기

테스트 실행에 관련된 로드 생성기입니다.
참고: Performance Center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Vuser

실행 중에 동시에 실행되는 최대 Vuser 수입니다.
참고: Performance Center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수정한 날짜

실행 표의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변경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열린 날짜

테스트 집합에 계획된 열린 날짜입니다.
기본값: 테스트 집합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날짜입니다.

운영 체제

테스트가 실행된 호스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입니다.
기본값: ALM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운영 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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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OS 빌드 번호

테스트가 실행된 호스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의 빌드 번호입
니다.
기본값: ALM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운영 체제 빌드 번호입니다.

OS 서비스 팩

테스트가 실행된 호스트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 체제 서비스 팩입니다.
기본값: ALM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운영 체제 서비스 팩입니다.

계획된 수행 날짜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계획된 날짜입니다.

계획된 수행 시간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계획된 시간입니다.

계획된 호스트 이름

기본 테스트를 실행할 컴퓨터의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프로젝트 ID

테스트의 프로젝트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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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용도

선택한 테스트 호스트에서 가능한 용도 또는 기능 테스트에 필요한 용도
입니다. 단일 테스트 호스트는 기능 용도 또는 성능 용도를 가질 수 있습
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자동 Business Process Testing - Business Process Testing이
실행되는 호스트입니다.
Unified Functional Testing(UFT) - UFT가 실행되는 호스트입니
다.

l

QA 검사 - QA 검사가 실행되는 호스트입니다.

l

QTP - QuickTest Professional이 실행되는 호스트입니다.

l

서비스 테스트 런타임 - 서비스 테스트 런타임이 실행되는 호스트입
니다.

l

Sprinter - Sprinter가 실행되는 호스트입니다.

l

시스템 테스트 - 시스템 테스트가 실행되는 호스트입니다.

l

VAPI XP - VAPI XP라 실행되는 호스트입니다.

사용 가능한 성능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Controller - 성능 테스트 관리에 사용되는 호스트입니다. 테스트 실
행 중에 Controller는 실행할 스크립트, 스크립트당 실행할 Vuser 수,
실행 시작 및 중지 시점 등의 지침을 로드 생성기에 지시합니다.
Controller는 테스트당 하나만 있습니다.
로드 생성기 - 테스트 중 Vuser가 실행되는 호스트입니다. 지정된 테
스트에 대한 로드 생성기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서 - 테스트 실행 시 수집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게시에
사용되는 호스트입니다.

주기 동안 남은 일 수

선택한 테스트 집합 폴더가 할당된 주기 동안 남은 날짜 수입니다.

실행할 남은 테스트 인
스턴스

선택한 테스트 집합 폴더에서 아직 실행되지 않은 테스트 인스턴스의 수
입니다.

책임 테스터

테스트 실행을 담당하는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수동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면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라는 알림을 이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로 보냅니다.

실행 세부 정보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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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실행 ID

ALM에서 실행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실행이 수
행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 번호를 생성합니다.
실행 보고서 표에서 실행 ID 필드를 클릭하여 테스트 실행 모듈의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행 이름

테스트 실행의 이름입니다. Fast_run은 사용자가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
고 테스트 인스턴스의 상태 필드를 수동으로 변경한 경우 ALM에서 만든
실행임을 나타냅니다.
표시되는 아이콘은 다음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l

l

실행 상태

테스트 유형 -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유형(3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Sprinter를 사용한 수동 테스트 실행
- Sprinter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HP Sprinter 개요(6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행 보고서 페이지 표에서 기능/성능 테스트 실행 또는 테스트 집합 실
행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테스트 집합의 경우 테스트 집합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
이 있습니다. 열림, 종료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실행의 경우 실행의 수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
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Blocked, Failed, N/A, No Run, Not
Completed, Passed, <사용자 정의>
참고: ALM 버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시작 날짜

실행의 시작 날짜입니다.
참고: 이 필드를 수동으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시작 시간

실행의 시작 시간입니다.
참고: 이 필드를 수동으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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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현 상태

로드 테스트 실행의 진행률을 나타냅니다. 이 필드 값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l

초기화 중 - 로드 테스트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l

실행 중 - 로드 테스트가 실행 중입니다.

l

중지 - 로드 테스트를 중지하는 중입니다.

l

실행 실패 - 로드 테스트가 실패하여 중지되었습니다.

l

마침 - 로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상태(실행 단계의 경
우)

실행 단계의 실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실행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
다.
l

HP ALM (12.00)

Blocked - 단계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격 컴퓨
터에서 테스트가 실행되는 중 환경적 실패(예: 네트워크 문제, 하드웨
어 고정)로 인해 테스트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l

Failed - 단계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l

N/A - 단계의 현재 상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l

No Run - 단계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l

Not Completed - 단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l

Passed - 단계가 성공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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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태(테스트 인스턴스,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의 경
우)

테스트 인스턴스,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의 실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실행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l

l

l

l

l

l

Blocked - 하나 이상의 단계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컴퓨터에서 테스트가 실행되는 중 환경적 실패(예: 네트워크 문제, 하
드웨어 고정)로 인해 테스트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Failed - 실행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가 실패했고 Blocked 상태가 없
습니다.
N/A - 현재 해당하는 상태가 없는 경우입니다. 단계가 존재하지 않거
나 단계 실행 상태가 N/A인 경우입니다.
No Run - 실행된 단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Not Completed - 하나 이상의 단계가 완료 또는 실행되지 않았고
Blocked 또는 Failed인 상태가 없는 경우입니다.
Passed - 실행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모든 단계의 실행 상태가
Passed인 경우입니다.

대상 주기

테스트가 할당된 주기입니다.

임시 결과 디렉터리 경
로

테스트 결과가 임시로 저장된 디렉터리 경로입니다.

테스트

선택한 테스트 실행과 연관된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 이름입니다.

테스트 집합

테스트 집합의 이름입니다.

테스트 집합 종료 시간

테스트 집합 실행의 종료 시간입니다.

테스트 집합 ID

ALM에서 테스트 집합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테스트 집합 시작 날짜

테스트 집합 실행의 시작 날짜입니다.
참고: 이 필드를 수동으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테스트 집합 시작 시간

테스트 집합 실행의 시작 시간입니다.
참고: 이 필드를 수동으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테스트 집합 상태

테스트 집합의 상태입니다. 테스트 집합이 특정 상태에 멈춰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이름

선택한 테스트 실행과 연관된 테스트 집합의 이름입니다.

테스트: 테스트 이름

선택한 테스트 실행과 연관된 테스트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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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테스터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실행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테스트 호스트

선택한 기능 테스트 집합 테스트 인스턴스에 할당된 테스트 호스트입니
다. 테스트 호스트는 프로젝트의 호스트 풀에서 가져옵니다.
실행 표 탭에서 테스트 호스트 필드를 클릭하고 테스트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특정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호스트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566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요청된 호스트 탭에서 자동 일치 호스트 추가 또는 특정 호스트 추가 버
튼을 클릭하여 호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청된 호스
트 탭(57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시간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실행한 시간입니다.

시간 슬롯 ID

테스트 실행 시간 슬롯의 ID입니다.

토폴로지 ID

테스트 실행 토폴로지 ID입니다.

토폴로지 이름

테스트 실행 토폴로지의 이름입니다.

총 테스트 인스턴스

선택한 테스트 집합 폴더에 있는 전체 테스트 인스턴스의 수입니다.

유형

테스트의 테스트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유형(3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HP ALM (12.00)

553/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1장: 테스트 실행 소개

HP ALM (12.00)

554/860 페이지

32장: 테스트 집합 명세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

556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

558

테스트 집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562

HP ALM (12.00)

555/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2장: 테스트 집합 명세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테스트를 설계하고 나면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을 작성하여 테스트
실행을 구성합니다. 테스트 집합에는 프로젝트에서 특정한 테스트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테스
트 하위 집합이 포함됩니다.
ALM에서는 다양한 테스트 집합 유형을 지원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테스트 집합 유형에 대해 설명
합니다.
테스트 집합 유형

설명

성능

무인 원격 성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테스트 집합에는
성능 테스트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 슬롯을 예약하여 서버에서 성능 테스트가 실행되도록 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슬롯에는 테스트 집합,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원격 호스
트와 관련된 세부 사항,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시기와 기간이 포함됩니
다. 성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
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시간 슬롯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ALM 버전: 성능 테스트 실행은 ALM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기본

클라이언트 쪽에서 로컬로 제어하며 실행하는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동 및 자동 기능 테스트를 모두 이 테스트 집합에 추
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테스트를 임시로 실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테스트 집합
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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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집합 유형

설명

기능

서버 쪽에서 무인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테스트 집
합에는 자동 기능 테스트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실행할 기능 테스트 집합은 시간 슬롯을 예약하여 배정합니
다. 시간 슬롯에는 테스트 집합,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테스트 호스트와
관련된 세부 사항,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시기와 기간이 포함됩니다. 기
능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
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는 ALM의 Continuous Delivery 솔루션의 핵심 구성 요
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종단 간 배포 및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구
현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빌드 확인 세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ALM에
서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테스트(5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간 슬롯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ALM 버전: 기능 테스트 집합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
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LM에서는 테스트 집합을 정의할 때 선택한 테스트의 인스턴스를 테스트 집합에 추가합니다. 각 테
스트 인스턴스에는 정의된 테스트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구성을 사용하면 다른 시나리
오에서 동일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개요
(4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트리를 사용하면 테스트 집합을 폴더로 그룹화하고 서로 다른 계층 수준으로 구성하여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테스트 집합을 결정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정의한 목표를 고려합
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나 새로운 기능의 추가 또는 수정과 같은 문제를 고려합니다.
예
다음은 작성할 수 있는 테스트 집합의 일반 범주를 소개하는 예입니다.
테스트 집합

설명

온전성

깊이가 아닌 범위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수준에서 응용 프로그램 전체를
확인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양성 확
인 등의 기초적인 테스트가 포함된 이 집합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올바
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Mercury Tours 응용 프로그램
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열리며 로그인이 가능한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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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집합

설명

회귀

온전성 집합에서보다 깊이 있게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이 집합에는 양
성 및 음성 확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음성 테스트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실패를 유발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이려
합니다.

고급

범위와 깊이를 모두 테스트합니다. 이 집합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전체를
다루며 응용 프로그램의 고급 옵션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시간이 충분
한 경우에 이 집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능

응용 프로그램의 하위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단일 기능일 수도 있고
기능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ercury Tours 응용 프로그램에
서는 기능 집합으로 항공편 예약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테스트할 수 있
습니다.

테스트 집합을 작성하고 나면 릴리스 모듈의 릴리스 트리에서 정의한 주기에 테스트 집합 폴더를 할
당할 수 있습니다. 주기는 프로젝트 일정을 기준으로 한 개발 및 QA 주기를 나타냅니다.
테스트 집합의 기능 또는 성능 테스트 인스턴스에 원격 호스트를 할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호스트 개요(3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 Essentials Edition: 기준선 지정과 관련된 필드 및 기능은 테스트 랩 모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집합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
이 작업은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을 만들고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테스트 집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

l

상위 수준 작업: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
행하는 방법(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Essentials Edition: 기준선 지정과 관련된 필드와 기능은 테스트 랩 모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테스트 집합 정의(559페이지)

l

주기에 테스트 집합 폴더 할당(56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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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 추가(560페이지)

l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행 설정 구성(560페이지)

l

기능 테스트 집합에서 테스트 인스턴스의 호스트 조건 지정(561페이지)

l

기능 테스트 집합의 호스트 요청 관리(561페이지)

l

알림 규칙 설정(561페이지)

l

실패 시 규칙 설정(561페이지)

l

테스트 결과 요약 보고서 요청(562페이지)

l

기준선에 테스트 집합 고정 - 선택 사항(562페이지)

1.

테스트 집합 정의
폴더 및 하위 폴더가 포함된 테스트 집합 트리를 만들어 테스트 집합의 계층 구조 프레임워크를
정의합니다.
a. 테스트 랩 모듈 열기 - -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랩을 선택합니다.
b. 폴더 만들기 - - 루트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다. 하위
폴더를 만들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폴더를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다.
c. 폴더에 테스트 집합 추가 - -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테스트 집합을 선
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테스트 집합 대화 상자(580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다른 유형의 테스트 집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예
Mercury Tours 릴리스 10.5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된 새 기능을 테스트한다고 가정합
니다. 릴리스 10.5는 4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기 1, 주기 2, 주기 4에서 릴리스
의 새 기능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새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테스트가
각 주기에 대해 같기 때문에 같은 테스트 집합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각 주기에서 새 기
능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릴리스에 대해 릴리스 10.5,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폴더
아래에 릴리스의 첫 번째 주기에 대해 주기 1 폴더를 만듭니다. 주기 1 폴더에서 릴리스
의 새 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테스트를 포함하는 테스트 집합인 새 기능을 만듭니
다. 이 테스트 집합을 만들고 그 테스트를 추가한 후 복사하여 주기 1 폴더에 붙여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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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능을 테스트하는 다른 주기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

주기에 테스트 집합 폴더 할당
릴리스 모듈의 릴리스 트리에 정의된 주기에 테스트 집합 폴더를 할당합니다.
테스트 집합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주기에 할당을 선택합니다. 주기 선택 대
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기 선택 대화 상자(163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3.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 추가
테스트 랩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표 탭 또는 실행 흐름 탭을 클릭합
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선택 창의 다음 탭에서 테스트를 추가
합니다.
n

테스트 계획 트리 - 테스트 계획 트리의 테스트를 테스트 집합에 추가합니다.

n

요구 사항 트리 - 요구 사항 트리의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를 테스트 집합에 추가합니
다.

테스트 선택 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선택 창(580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4.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행 설정 구성
참고: 이 옵션은 성능 테스트 집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동 또는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의 테스트 매개 변수 값을 보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또
는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를 실행할 원격 호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패 시 규칙을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a. 실행 표 또는 실행 흐름에서 테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 인스턴스 세
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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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사이드바에서 실행 설정을 클릭합니다. 실행 설정
보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 실
행 설정 보기(57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기능 테스트 집합에서 테스트 인스턴스의 호스트 조건 지정
참고: 이 옵션은 기본 테스트 집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예약 시 조건을 지정하여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호스트를 할당합니다. 프로젝트 호스트
풀에서 특정 호스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프로젝트에 할당된 호스트 풀에서 호스트를 동
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조건을 ALM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조건은 호스트 용도, 위치, 특
성을 포함합니다.
a. 테스트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b.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테스트 호스트 필드에 나열된 옵션에서 조건 집합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의 테스트 호스트 및 랩 관리에서의 테스트 호스트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6.

기능 테스트 집합의 호스트 요청 관리
참고: 이 옵션은 기본 테스트 집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테스트 집합에 대해 요청했던 호스트 유형을 변경하려면 요청된 호스트 탭을 사용합니다.
전체 테스트 집합의 호스트 요청을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요청된 호스트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요청
된 호스트 탭(57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7.

알림 규칙 설정
테스트 집합에 대해 선택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ALM에서 지정한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
도록 하는 알림 규칙을 설정합니다.
자동화 탭, 알림 영역에서 알림 규칙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자동화 탭
(57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8.

실패 시 규칙 설정
테스트 집합의 자동 테스트가 실패하는 이벤트에서 ALM이 실행할 수행을 정의하기 위해 실패
시 규칙을 설정합니다.
자동화 탭의 자동 테스트 실패 시 영역에서 알림 규칙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
보는 자동화 탭(57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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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테스트 결과 요약 보고서 요청
테스트 집합 실행이 완료될 때 테스트 결과 요약을 지정한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로 보내도록 요
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탭의 실행 요약 영역에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자동화
탭(57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10.

기준선에 테스트 집합 고정 - 선택 사항
기준선에 테스트 집합을 고정하여 테스트 집합을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선에 저장되어 있는 테
스트 버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n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기준선으로 고정을 선
택합니다. 기준선 선택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준선 선택 대
화 상자(2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고정된 기준선을 지우려면 테스트 집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고정된 기준선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고정된 테스트 집합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고정된 테스트 집합(20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 표 탭

563

테스트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

566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567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 실행 보기

568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 실행 설정 보기

571

요청된 호스트 탭

575

자동화 탭

577

새 테스트 집합 대화 상자

580

테스트 선택 창

580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대화 상자

584

테스트 실패 시 대화 상자

585

대상 프로젝트에 테스트 집합 폴더 붙여넣기 대화 상자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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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표 탭
이 탭에서는 테스트 인스턴스 데이터가 표에 표시됩니다. 표의 각 줄에 별도의 기록이 표시됩니다.
실행 표에서 테스트를 실행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테스트 랩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표 탭을 클릭
합니다.
l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

l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

l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

l

테스트 실행 개요(516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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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테스트 랩 모듈 공통 UI
요소>

설명
l

l

l

l

<표시기 열>

테스트 랩 필드 - 필드 정의는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랩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테스트 랩 모
듈 메뉴 및 버튼(52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랩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테스트 랩 모듈 아이콘
(54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
(4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지정된 테스트 인스턴스에 첨부 파일, 링크된 결함, 경보 및 추가 작업
플래그가 있음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아이콘
(54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열을 표시하려면 테스트 > 표시기 열을 선택합니다.

<필터 상태 표시줄>

표에 현재 적용된 필터를 설명합니다. 표 바로 위에 있습니다.

<테스트 선택 창>

선택한 테스트 집합에 추가할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테스트 계획 트
리 탭 및 요구 사항 트리 탭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선택
창(5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조건 결과

특정 구성을 사용하여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인스턴스의
마지막 실행에 대한 조건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탭을 표시하려면 테스트 > 마지막 실행 결과를 선택하거나 표시 화
살표를 클릭합니다.
참고: 테스트 조건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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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마지막 실행 보고서 창

선택한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 실행 결과를 표시합니
다. 이 창을 표시하려면 테스트 > 마지막 실행 보고서를 선택하거나 표
시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Sprinter를 사용한 테스트 실행의 경우 Sprinter Results Viewer에서
보고서를 열고 표시하는 Sprinter Results Viewer 시작 버튼이 표시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뷰어 내에서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십시
오.
ALM 버전: Sprinter 기능은 ALM Essentials Edition 및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l

LoadRunner Analysis에서 결과를 열고 표시합니다. LR–
SCENARIO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Unified Functional Testing에서 보고서를 열어 표시합니다.
QUICKTEST_TEST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시작 버튼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지에서 Unified Functional Testing Add-in을 설치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d-in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l

l

HP ALM (12.00)

수집한 시스템 정보 링크 -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테스
트가 실행되었을 때 CPU, 메모리,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등의 수집한 시스템 정보를 표시합니다. SYSTEM-TEST 테스트 유
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데스크톱 이미지 - 시스템 테스트를 실행하는 컴퓨터의 캡
처된 이미지를 엽니다. SYSTEM-TEST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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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기능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를 실행할 테스트 호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실행 표를 클릭합니다. 표에서 테스트 집합
을 선택합니다. 표 내에서 또는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내에서 테
스트 호스트 필드 주위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호스트 속성 선택

일련의 속성을 선택하여 이 테스트 인스턴스에 요청된 테스트 호스트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 제공하는 속성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용도 - 테스트 호스트는 호스트에 설치된 테스트 도구에 따라 하나 이상의
용도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테 스트 호스트 용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특성 - 테스트 호스트에 호스트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사양과 관련
된 특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랩 관리 내에서 사용자 지정 특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
하십시오.
위치 - 테스트 호스트는 만들 때 위치 속성이 지정됩니다.

호스트 일치

선택한 호스트 속성과 일치하는 사용 가능한 테스트 호스트의 수를 나열합니
다.

<호스트 선택>

조건에 따라 테스트 호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 테스트 호스트
선택을 위해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HP ALM (12.00)

자동 일치 호스트 - ALM에서 용도, 위치 및 특성 필드에 제공된 조건을 기
준으로 호스트를 자동으로 할당 및 예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할
당(65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사용 - ALM에서 용도, 위치 및 특성 필드에 제공된 조건을 기준으
로 찾은 호스트 목록에서 특정 호스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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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실행 세부 정보 및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 구
성 정보를 보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실행 표 또는 실행 흐름에서 테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테스트 정보를 편집할 경우 변경 내용이 실행 표에 반영됩니다.
세부 정보 탭의 필드 레이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탭에 사용자 정
의 필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

l

테스트 실행 개요(698페이지)

l

시스템 테스트 개요(47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첫 번째/이전/다음/마지막 엔터티 - 실행 표에서 테스트 인스턴스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이 요소는 실행 표에서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를 연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보 - 경보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경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
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
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추가 작업 플래그 -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인스턴스
의 추가 작업 플래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
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세부 정보

HP ALM (12.00)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행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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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실행

테스트 인스턴스의 모든 실행에 대한 결과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 실행 보기(5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행을 선택하고 실행 세부 정보
결과를 봅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에 대한 상세

실행 설정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실행 구성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
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 실행 설정 보기(57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현재 선택된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링크된 결함

현재 선택된 테스트 인스턴스에 링크된 결함을 나열합니다. 결함 링크를
보고,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현재 선택된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변경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 실행 보기
이 보기에서 테스트 실행 결과를 이전 실행 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테스트 인스턴스의
모든 실행에 대한 실행 세부 정보 및 단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사이드바의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
다.

중요 정보

기본 필터: 기본적으로 표는 현재 달력 월의 테스트 실행만 역시간순으로(최
근 항목 우선) 표시하도록 필터링됩니다. 이 필터를 지우려면 수행 날짜 필드
에서 이번달 값을 지웁니다.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조건 선택 대
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567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삭제 - 표에서 선택한 실행을 삭제합니다.
세부 정보 -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어 선택한 실행의 추가 세부
정보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7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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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새로 고침 - 선택한 필터를 기준으로 최신 실행이 표시되도록 표를 새
로 고침합니다.
필터 - 실행 기록을 필터링, 정렬 또는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어 표시할 열을 지정하고 표시되는 순
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
(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자 메일로 보내기 -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서 선
택한 수신자 또는 테스터에게 선택한 테스트 실행을 전자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검색 - 대화 상자 아래쪽에서 텍스트 검색 창을 열고 사전 정의
된 필드에서 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검색 창
(8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수동으로 계속 실행 - 수동 테스트 실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필터 상태 표시줄>

표에 현재 적용된 필터를 설명합니다. 표 바로 위에 있습니다.
<x>개 결과 표시 - 총 기록 중 현재 표시되어 있는 기록의 수를 나타냅
니다.
모든 <x> 결과 검색 - 모든 기록을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표 필터 상자>

열 이름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열에 적용된 필터를 표시하며, 필터 상
자가 비어 있으면 현재 열에 적용된 필터가 없는 것입니다.
상자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자를 클릭하여 찾아보기 버튼을 표시합니
다. 그러면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석

현재 선택된 실행에 대한 주석입니다.

조건 결과

특정 구성을 사용하여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인스턴스의
마지막 실행에 대한 조건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조건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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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범례

테스트 실행 인스턴스의 실행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색 코드를
표시합니다.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l

l

l

l

l

l

l

HP ALM (12.00)

Blocked - 테스트 인스턴스의 단계 중 하나 이상의 실행 상태가
Blocked인 경우입니다.
Failed - 테스트 인스턴스의 단계 중 하나 이상의 실행 상태가
Failed이고, 실행 상태가 Blocked인 단계는 없는 경우입니다.
No Run - 테스트 인스턴스의 모든 단계의 실행 상태가 No Run인
경우입니다.
Not Completed - 테스트 인스턴스의 단계 중 하나 이상의 실행 상
태가 Not Completed이고, 실행 상태가 Blocked이거나 Failed인
단계는 없는 경우입니다. 또는 테스트 인스턴스의 단계 실행 상태가
Passed 및 No Run인 경우입니다.
N/A - 테스트 인스턴스에 단계가 없거나 단계 중 하나의 실행 상태
가 N/A인 경우입니다.
Passed - 테스트 인스턴스의 모든 단계의 실행 상태가 Passed인
경우입니다.
<사용자 정의> - 테스트 인스턴스의 모든 단계가 동일한 맞춤 사용
자 정의 실행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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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보고서

선택한 실행의 결과 및 테스트 단계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l

LoadRunner Analysis에서 결과를 열어 표시합니다. LRSCENARIO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UFT에서 보고서를 열어 표시합니다. GUI-TEST 테스트 유형에 대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시작 버튼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지에서 Unified Functional Testing Add-in을 설치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Add-in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l

l

수집한 시스템 정보 링크 -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테스트
가 실행되었을 때 CPU, 메모리,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등
의 수집한 시스템 정보를 표시합니다. SYSTEM-TEST 테스트 유형
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데스크톱 이미지 - 시스템 테스트를 실행하는 컴퓨터의 캡
처된 이미지를 엽니다. SYSTEM-TEST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 실행 설정 보기
이 보기에서 수동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테스트 매개 변수 값을 보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패 시 규칙을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사이드바의 실행 설정 버튼을 클릭
합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567페이지)

이 섹션을 구성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l

매개 변수 탭(572페이지)

l

자동화 탭(572페이지)

l

이벤트 실행 탭(57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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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테스트 반복 탭(573페이지)

l

데이터 탭(574페이지)

매개 변수 탭
이 탭에서 수동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실제 매개 변수 값을 보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탭에는 아직 실제 값이 할당되지 않은 호출된 테스트의 매개 변수를 비롯한 테스트 단계에 사용되는
모든 테스트 매개 변수가 표시됩니다. 테스트 인스턴스의 매개 변수에 할당하는 실제 값은 테스트 인
스턴스의 모든 테스트 실행에 사용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추가 매개 변수를 보고 편
집하려면 테스트 반복 탭(57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매개 변수 개요(4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어 표시할 열을 지정하고 표시되는 순서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실제 값으로 사용합니다.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 기
본값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값

테스트 실행 시 매개 변수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실제 값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려면 실제 값 열에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

선택한 매개 변수의 기본값입니다.

설명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개 변수 이름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다.

자동화 탭
이 탭에서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매개 변수 값 및 기타 구성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자동 테스트 구성 옵션>

실행 중인 자동 테스트의 유형에 따라 추가 구성 옵션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안내서에서 자동 테스트 관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매개 변수 값

각 매개 변수의 값을 표시합니다.
값 아래에서 매개 변수 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 테
스트 실행 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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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실행 탭
이 탭에서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실패 시 규칙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실패 규칙을 변경하면 다음 테스트 실행 시 반영됩니다.

참고 항목

테스트 집합의 실패 시 기본 규칙을 설정하려면 자동화 탭(577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다시 실행 전 테스트
정리

선택한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기 전에 항상 ALM에서 실행할 테스트 정리를
지정합니다.

최대 테스트 다시 실
행 횟수

실패 시 자동 테스트를 다시 실행할 횟수를 지정합니다.

실패 시

테스트 실행 실패 시 ALM에서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옵
션이 있습니다.
l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음

l

테스트 집합 중지
기능 테스트 집합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테스트 다시 실행 - 최대 테스트 다시 실행 횟수 상자에 지정된 최대 횟
수까지 테스트를 다시 실행합니다.

테스트 반복 탭
이 탭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인스턴스의 각 반복에 대한 매개 변수별 런타임 값을 보고 편집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탭은 Business Process Testing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항목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
조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반복 추가 - 엔터티(구성 요소, 그룹, 테스트 또는 흐름)에 대한 반복을 추가
합니다.
반복 삭제 - 엔터티(구성 요소, 그룹, 테스트 또는 흐름)에 대해 선택한 반복
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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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반복 선택 - 반복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테스트 실행 시 실행할 반복을 정의
된 반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을 하나, 전부, 또는 범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내보내기 - 반복에 대한 구성 요소 매개 변수 값을 .csv(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에서 가져오거나 구성 요소 매개 변수 값을 .csv 파일로 저
장할 수 있습니다.

<값>

입력 매개 변수의 실제 값을 표시합니다. 관련 셀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값
설정 대화 상자를 열고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값이 없으면 해당 매개 변수에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기본값이 지정
되지 않은 경우 값이 표시되지 않으며 해당 엔터티가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값은 문자열로 저장되어 비교되지만 다른 값 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
다.
테스트 또는 흐름 매개 변수(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또는 흐름에서 값을
가져오는 매개 변수)는 { }(중괄호)로 표시됩니다. 중괄호 표시는 ALM에서
해당 매개 변수를 고정된 값이 아닌 매개 변수로 취급하도록 합니다.

<매개 변수 열>

표시된 반복에 사용되는 각 매개 변수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반복 #열/행

각 반복에 사용된 매개 변수별로 현재 런타임 값을 표시합니다.

매개 변수 설명

매개 변수 및 원본 엔터티(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또는 흐름)에 대한 설
명을 표시합니다.
매개 변수 설명은 해당 매개 변수가 만들어진 모듈(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
듈 또는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또는 자동화된 구성 요소의 경우 UFT에서
처음에 입력된 것입니다.

값열

표시된 반복에 사용되는 각 매개 변수의 런타임 값을 표시합니다.

데이터 탭
이 탭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UFT 테스트 구성에 대한 동적 데이터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탭은 동적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테스트 구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데이터(4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행 설정 보기에서 이 탭에 액세스할 경우 탭의 일부 정보가 읽기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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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호스트 탭
이 탭에서는 기능 테스트 집합 실행에 대해 요청된 호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l

l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요청된 호스
트 탭을 클릭합니다.
빌드 확인 모듈의 빌드 확인 세트 트리에서 빌드 확인 세트를 선택하고 요청
된 호스트 탭을 클릭합니다.
ALM 버전: 기능 테스트 집합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n

이 탭은 기능 테스트 집합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테스트 집합에 있는 둘 이상의 테스트 인스턴스에 특정 호스트 또는 호스트
유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각 호스트 또는 호스트 유형에 대해 호스트 요청
항목은 하나만 생성됩니다.

n

호스트 요청을 수동으로 변경하는 경우 ALM은 선택한 테스트 집합 또는 빌
드 확인 세트를 수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테스트 집합에 다른 테스트를 추
가할 경우 이미 있는 호스트 요청에 새 테스트 인스턴스를 포함할 수 없으
면 ALM은 새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새 테스트 호스트만 추가합니다. 자
동 모드를 복원하려면 기본값 복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능
테스트 실행 개요(59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
l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l

기능 테스트 실행 개요(59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자동 일치 호스트 추가 - 지정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새 호스트 요청
을 추가할 수 있는 자동 일치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ALM은
조건에 맞는 테스트 호스트를 자동으로 할당하고 예약합니다.
특정 호스트 추가 - 특정 테스트 호스트를 요청할 수 있는 특정 테스트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프로젝트의 호스트 풀에 남아 있는 사
용 가능한 호스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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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호스트 요청 편집 - 선택한 호스트 요청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제거 - 선택한 호스트 요청을 제거합니다.
주의: 특정 테스트 인스턴스에 필요한 호스트 요청을 제거할 경우
테스트를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기본값 복원
l

l

호스트 요청을 기본 상태로 재설정합니다. ALM은 현재 호스트 요청
을 모두 제거하고 기본 요청 집합을 만듭니다. 테스트 집합의 각 테
스트 유형에 대해 하나의 호스트 요청이 생성됩니다.
선택한 테스트 집합을 자동 모드로 복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능
테스트 실행 개요(59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누락된 호스트 확인 - 현재 호스트 요청이 선택한 테스트 집합을 실행
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남은 호스트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
습니다. 요청된 호스트는 실행 표의 테스트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하여
지정됩니다.
호스트로 이동 - 선택한 호스트를 표시하는 테스트 호스트 모듈을 엽니
다.
사용 가능: 특정 호스트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선택한 필터를 기반으로 하여 최신 호스트 요청이 표
시되도록 표를 새로 고칩니다.
필터/정렬 설정 - 호스트 요청을 필터링, 정렬 또는 그룹화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필터 상태 표시줄>

표에 현재 적용된 필터를 설명합니다. 표 필터 상자 바로 위에 있습니
다.

테스트 호스트

호스트 요청에 지정된 호스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 필드에 자동 일치 값이 표시된다면 특정 호스트가 지정되지 않았음
을 나타냅니다. ALM은 용도, 위치, 수량 및 특성 필드의 조건을 기반으
로 하여 자동으로 호스트를 할당하고 예약합니다. ALM이 테스트 호스
트를 할당하고 예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할당(65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수량

호스트 요청에 지정된 호스트 수를 표시합니다.

용도

호스트 요청에 지정된 용도를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
듈 필드(5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위치

호스트 요청에 지정된 호스트 위치를 표시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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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특성

호스트 요청에 지정된 호스트 특성을 나열합니다.

메시지

호스트 요청 유효성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
요청된 호스트가 예약되어 있지 않아서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ALM은 테스트를 실행할 수 없다는 알림과 그 이유를 표
시합니다.

자동화 탭
이 탭에서는 테스트 집합 알림 규칙 및 실패 시 규칙을 설정하여 테스트 집합 실행 중에 선택한 이벤
트가 발생할 때 ALM에서 수행할 작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가 실패할 때 지정된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거나 실패 시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도록 ALM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자동화 탭을 클
릭합니다.

중요 정보

서버 쪽 실행을 사용하여 기능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는지 또는 자동 실행기를
사용하여 기본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는지에 따라 화면에 다른 옵션이 표시됩
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

참고 항목

HP ALM (12.00)

l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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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테스트 실패 시 영역
테스트 집합의 자동 테스트가 실패할 경우 테스트 집합이 ALM에 지시할 실패 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테스트 다시 실행

자동 테스트가 실패할 경우 자동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도록 ALM에 지
시합니다. 이 항목을 선택할 경우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l

최대 테스트 다시 실행 횟수 - 실패 시 자동 테스트를 다시 실행할 횟
수를 지정합니다.
다시 실행 전 테스트 정리 - 각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기 전에 테스트
정리를 실행합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테스트 정리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실패 시

테스트 집합에 포함된 테스트의 마지막 실패 시 ALM이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음

l

테스트 집합 중지

l

테스트 집합 다시 실행 - 최대 테스트 집합 다시 실행 상자에 지정된
최대 횟수까지 테스트 집합을 다시 실행합니다.

사용 가능: 기본 테스트 집합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테스트 집합 다시
실행

테스트 집합에 포함된 테스트의 마지막 실패 시 테스트 집합을 다시 실
행할 횟수입니다.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에 대한 기본 실패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테스트
실패 시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패 시 대화 상자
(58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알림 영역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지정된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도록 ALM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메시지 영역>

ALM이 지정된 사용자에게 보내는 전자 메일의 텍스트입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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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전자 메일 보내기

선택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다음 옵션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본 테스트 집합의 경우:
l

l

l

"Failed" 상태인 모든 테스트 마침
환경 오류(네트워크 문제, 하드웨어 오류 등) - 환경 오류에는 예를 들어 반
환되지 않는 함수 호출, 액세스 위반, 응용 프로그램 구성 요소 간의 버전
비호환성, DLL 누락 또는 부적절한 권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 실행기에서 실행된 모든 테스트 완료

기능 테스트 집합의 경우:
l

"Failed" 상태의 테스트가 있는 경우 전자 메일 보내기

전자 메일을 받는 사용자입니다.
유효한 전자 메일 주소 또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또는 받는 사람 버튼
을 클릭하여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받는 사람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전
자 메일을 보낼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참고: 기능 테스트 집합의 경우 기본 전자 메일 보낸 사람은 시간 슬롯 생
성자입니다.

실행 요약 영역
테스트 집합 실행이 완료될 때 지정된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로 테스트 결과 요약을 보내도록 ALM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테스트 집합 실행 후
결과 요약 보내기

테스트 집합 실행이 완료된 후에 지정된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로 테스트
결과 요약 보고서를 보냅니다.
실행 요약에 표시할 테스트 실행 필드를 지정할 수 있는 열 선택 대화 상자
를 엽니다.
사용 가능: 기본 테스트 집합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전자 메일 주소 또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또는 받는 사람 버
튼을 클릭하여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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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테스트 집합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테스트 집합을 테스트 집합 폴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고 새 테스트 집합을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루트 폴더에 직접 테스트 집합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루트 폴더에 폴더
를 추가해야 합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

참고 항목

l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첨부 파일

테스트 집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세부 정보

테스트 집합 필드를 나열합니다. 필수 필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팁: 이 페이지에서 설명 필드를 클릭하면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
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이름

새 테스트 집합에 할당하는 이름입니다.
구문 예외: 테스트 집합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 " *

테스트 집합 폴더

미리 선택한 폴더 이름을 표시합니다.

유형

테스트 집합 유형입니다. 함께 그룹화하는 테스트 유형에 해당하는 테스트
집합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선택 창
이 창에서는 테스트 집합에 포함할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 테스트 집합에 선택한 테
스트 인스턴스를 추가합니다. 각 인스턴스에는 정의된 테스트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HP ALM (12.00)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표 탭 또는
실행 흐름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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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여러 테스트 집합에 동일한 테스트 인스턴스를 포함하거나 동일한 테스트
집합에 인스턴스를 둘 이상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에 폴더를 추가할 때 테스트 계획 트리 탭 또는 요구 사항 트리
탭의 현재 필터와 일치하는 테스트만 추가됩니다.
Performance Center: 성능 테스트 집합 유형에만 성능 테스트를 추가하
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테스트 집합 대화 상자(58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
l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l

테스트 구성 개요(446페이지)

테스트 계획 트리 탭
테스트 집합에 추가할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테스트 계획 트리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 추가 - 선택한 테스트를 연관된 테스트 구성과 함께
테스트 집합에 추가합니다.
참고:
l

l

추가하는 테스트 중에 이미 테스트 집합에 있는 테스트가 있으면
인스턴스 만들기 대화 상자가 열리고, 테스트 집합에 이미 존재하
는 테스트 구성 및 몇 개의 인스턴스가 있는지 표시됩니다. 테스트
집합에 추가할 테스트 구성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를 추가할 때 성능 테스트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팁:
l

l

HP ALM (12.00)

트리에서 폴더 또는 테스트를 두 번 클릭하거나 실행 표 또는 실행
흐름으로 끌어서 놓아 테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테스트 구성을 테스트 집합에 추가하려면 테스트 구성 창에
서 테스트 구성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창(46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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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테스트 세부 정보 표시 - 읽기 전용 모드에서 선택한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모듈 트리의 엔터티로 이동 - 해당 엔터티 모듈에서 선택한 엔터티의 위치
로 이동하고 엔터티를 강조 표시합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최신 정보를 표시하려면 트리를 새로 고침합니다.
필터/정렬 설정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필터/정렬 설정 - 테스트를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는 필터 대화 상자
를 엽니다.
필터/정렬 지우기 - 적용한 모든 필터 또는 정렬을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찾기 - 트리에서 특정 테스트를 검색합니다.
ID를 사용하여 테스트로 이동 - 테스트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트리에서
테스트 ID로 테스트를 찾습니다.
표시/숨기기 - 테스트 구성 창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필터 상태 표시줄>

트리에 현재 적용된 필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트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테스트 구성 창

선택한 테스트 구성을 테스트 집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구성 창(4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582/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2장: 테스트 집합 명세

요구 사항 트리 탭
테스트 집합에 추가할 테스트 적용 요구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요구 사항 트리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 추가 -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모
든 테스트를 추가합니다. 연관된 테스트 구성이 테스트 집합에 추가
됩니다.

l

요구 사항 및 하위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테스트 추가 - 선택한 요구
사항 및 하위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모든 테스트를 추가합니다. 연관
된 테스트 구성이 테스트 집합에 추가됩니다.

l

참고: 추가하는 테스트 중에 이미 테스트 집합에 있는 테스트가 있
으면 인스턴스 만들기 대화 상자가 열리고, 테스트 집합에 이미 존
재하는 테스트 구성 및 몇 개의 인스턴스가 있는지 표시됩니다. 테
스트 집합에 추가할 테스트 구성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팁:
l

l

트리에서 폴더 또는 요구 사항을 두 번 클릭하거나 실행 표 또는
실행 흐름으로 끌어서 놓아 테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선택한 테스트를 테스트 집합에 추
가하려면 테스트 적용 범위 창에서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표시 - 읽기 전용 모드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에 대
한 요구 사항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모듈 트리의 엔터티로 이동 - 해당 엔터티 모듈에서 선택한 엔터티의 위
치로 이동하고 엔터티를 강조 표시합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최신 정보를 표시하려면 트리를 새로 고침합니다.
필터/정렬 설정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필터/정렬 설정 - 테스트를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는 필터 대화 상
자를 엽니다.
필터/정렬 지우기 - 적용한 모든 필터 또는 정렬을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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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찾기 - 트리에서 특정 테스트를 검색합니다.
ID를 사용하여 요구 사항(으)로 이동 - 요구 사항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트리에서 요구 사항 ID로 요구 사항을 찾습니다.
표시/숨기기 - 테스트 적용 범위 창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필터 상태 표시줄>

트리에 현재 적용된 필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트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테스트 적용 범위 창

선택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선택한 테스트를 테스트 집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추가
이 테스트 집합에 추가됩니다.

를 클릭합니다. 연관된 테스트 구성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테스트 집합의 세부 정보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 트리의 테스트 집합을 선택
하고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버튼

관련 작업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전자 메일로 보내기 -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서 선택한 받
는 사람에게 테스트 집합을 전자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
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HP ALM (12.00)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필수 필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필드
(5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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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첨부 파일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결함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에 링크된 결함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현재 선택된 테스트 집합에 대한 변경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패 시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에 대한 기본 실패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
합의 자동 테스트가 실패할 경우 이러한 규칙이 ALM에 지시합니다.
액세스 방법

자동화 탭에서 테스트별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이 대화 상자에는 테스트 집합의 자동 테스트만 표시됩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

참고 항목

자동화 탭(577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선택한 테스트의 설정에 따라 기본 실패 규칙을 재설정합니다. 기본 실패
규칙은 자동화 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테스트에 대한 설정을 지웁니다.
설정 복사/붙여넣기 - 설정을 테스트 간에 복사합니다.
테스트를 선택하고 설정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테스트를 선택하
고 설정 붙여넣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실행

실패 시 자동 테스트를 다시 실행할 횟수를 지정합니다.
표에서 하나 이상의 테스트를 선택하고 도구 모음의 다시 실행 상자에 숫
자를 입력합니다.
특정 테스트에 대한 다시 실행 횟수를 지정하려면 다시 실행 수 열에서 숫
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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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테스트 정리를 선택할 수 있는 테스트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ALM은
선택한 테스트의 각 다시 실행 전에 테스트 정리를 실행합니다.
표에서 하나 이상의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정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집합의 특정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정리를 선택하려면 다시 실행
전 테스트 정리 열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테스트

자동 테스트 열에는 선택한 테스트 집합에 있는 모든 자동 테스트가 표시
됩니다.

대상 프로젝트에 테스트 집합 폴더 붙여넣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테스트 집합을 프로젝트 간에 복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원본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하고 복사를 선택합니다.
2. 개별 브라우저 창에서 대상 프로젝트를 엽니다.
3. 대상 프로젝트에서 복사한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를 삽입할 테
스트 집합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
다.

중요 정보

참고 항목

l

테스트 실행 정보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l

원본 및 대상 프로젝트는 동일한 ALM 버전 및 패치 수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테스트 집합 폴더를
복사한 후 기존의 관
련 엔터티로 링크

ALM은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를 복사한 후 대상 프로젝트에
붙여넣습니다. 복사된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는 이름과 경로
가 동일한 기존 테스트 리소스 및 호출된 테스트로 링크됩니다. 대상 프로
젝트에 관련 테스트 리소스 또는 테스트가 없을 경우 ALM은 대상 프로젝
트로 복사합니다.

테스트 집합 폴더 및
관련 엔터티 복사

ALM은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를 관련 테스트 리소스 및 호출
된 테스트와 함께 복사한 후 대상 프로젝트에 붙여넣습니다. 대상 프로젝
트에 관련 테스트 리소스 또는 호출된 테스트가 이미 있을 경우에는 복사
된 관련 테스트 리소스 또는 호출된 테스트의 이름이 변경되므로 중복 이
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엔터티를 복사하
지 않고 테스트 집합
폴더 복사

ALM은 관련 테스트 리소스 또는 호출된 테스트를 복사하지 않고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집합 폴더를 복사한 후 대상 프로젝트에 붙여넣습니다.
복사된 항목은 관련 엔터티와 링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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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실행 스케줄러 개요

588

테스트 실행 예약 방법

588

테스트 실행 일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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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실행 스케줄러 개요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랩 모듈의 실행 흐름 탭을 사용
하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고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실행 흐름에
지정된 다른 테스트 인스턴스의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조건을 설정하면 테스트 랩 모듈에서 지정
한 다른 테스트 인스턴스가 통과되거나 실행을 완료할 때까지 현재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행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순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예약 방법(58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예약 방법
이 작업에서는 실행 흐름 탭에서 테스트 실행을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테스트 실행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스케줄러 개요(5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테스트 집합 표시(588페이지)

l

테스트 실행 예약(588페이지)

l

실행 흐름 다이어그램 보기(589페이지)

1.

테스트 집합 표시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랩 트리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합니다. 실행 흐름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실행 흐름 탭(59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테스트 실행 예약
a. 실행 흐름 탭에서 테스트 인스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 실행 일정을
선택합니다. 실행 일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b. 실행 조건 탭에서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행 조건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
보는 실행 조건 페이지(59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 실행 일정 대화 상자에서 시간 종속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각 테스트 인스턴스를 실행할 날
짜 및 시간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시간 종속 관계 페이지(592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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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test_1에 통과한 경우에만 test_2를 실행하고, test_2에 통과한 경우에만 test_3을 실
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test_1은 오전 9:00에 실행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3.

실행 흐름 다이어그램 보기
실행 흐름이 표시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이어그램 확대/축소, 계층 구조
레이아웃에서 테스트 재정렬, 다이어그램 새로 고침 및 다이어그램에 전체 테스트 이름 표시가
포함됩니다. 다이어그램을 클립보드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 흐름 탭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 및 버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메뉴 및 버튼(52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실행 흐름 다이어그램에 있는 다양한 요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행 흐
름 탭(59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예
예약된 테스트 실행이 실행 흐름 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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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실행 일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 흐름 탭

590

실행 조건 페이지

591

시간 종속 관계 페이지

592

실행 흐름 탭
이 탭에서는 다이어그램에 테스트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실행 흐름을 사용하여 테스트 인스턴스가
실행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테스트를 실행할 시기와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관련 작업

참고 항목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흐름 탭을 클
릭합니다.
l

테스트 실행 예약 방법(588페이지)

l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

l

테스트 실행 스케줄러 개요(588페이지)

l

테스트 실행 개요(516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테스트 랩 모듈 메
뉴 및 버튼>

테스트 랩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 옵션 및 도구 모음 버튼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메뉴 및 버튼(52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랩 모듈 아
이콘>

테스트 랩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아이콘(54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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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실행 흐름 다이어그 테스트 인스턴스를 조건과 함께 다이어그램에 표시합니다.
램 영역>
l
파란색 선
화살표는 이전 테스트 인스턴스 다음에 조건
없이 테스트 인스턴스를 실행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l

l

l

녹색 선
화살표는 이전 테스트 인스턴스의 상태가
Passed인 경우에만 테스트 인스턴스를 실행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검은색 선
화살표는 이전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행을 마
친 경우에만 테스트 인스턴스를 실행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테스트 인스턴스가 시간 종속적인 경우 다이어그램에 시간 종속 관계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테스트 선택 창>

선택한 테스트 집합에 추가할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테스트 계획 트리
탭 및 요구 사항 트리 탭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선택 창(58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실행 조건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테스트 인스턴스를 실행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실행 흐름 탭에서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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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인스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 실행 일정을
선택합니다. 실행 일정 대화 상자가 열리고 실행 조건 탭이 표시됩니다.
조건 화살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실행 조건을 선택합니다.
실행 조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팁: 실행 흐름에서 직접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아이콘(테스
트 이름 아님)을 클릭하고 화살표를 다른 테스트로 끕니다. 기본적으로 조
건은 마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변경하려면 조건 화살표를 두
번 클릭하고 Passed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실행 예약 방법(588페이지)
l

시간 종속 관계 페이지(592페이지)

l

테스트 실행 스케줄러 개요(588페이지)

59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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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새 수행 조건 - 새 수행 조건을 정의할 수 있는 새 수행 조건 대화 상자를 엽
니다.
사용 가능: 실행 일정 대화 상자 > 실행 조건 탭
실행 조건 편집 - 실행 조건을 편집할 수 있는 실행 조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사용 가능: 실행 일정 대화 상자 > 실행 조건 탭
실행 조건 삭제 - 선택한 실행 조건을 삭제합니다.
사용 가능: 실행 일정 대화 상자 > 실행 조건 탭

다음의 경우에만
테스트 실행

지정된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행 조건입니다.

테스트

현재 테스트가 종속될 테스트 인스턴스입니다.

:

실행 조건을 지정합니다.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침 - 지정된 테스트 인스턴스가 실행을 마친 후에만 현재 테스트 인스턴스
를 실행합니다.
Passed - 지정된 테스트 인스턴스가 실행을 마치고 통과한 경우에만 현재
테스트 인스턴스를 실행합니다.

주석

조건에 관한 주석입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사용 가능: 실행 조건 대화 상자

시간 종속 관계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테스트를 실행할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실행 흐름 탭에서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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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인스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 실행 일정을
선택합니다. 시간 종속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인스턴스에 연결된 시간 종속 관계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합니다. 시간 종속 관계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592/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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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팁: 흐름에 시간 종속 관계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아이콘에서 테스트
인스턴스로 화살표를 연결하여 테스트 실행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할 수 있
습니다.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시간 종속 관계 대화 상자에서 시간을 설
정합니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테스트 실행 예약 방법(588페이지)
l

실행 조건 페이지(591페이지)

l

테스트 실행 스케줄러 개요(58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아무 때나 실행

테스트가 특정하지 않은 때에 실행됩니다.

지정된 시간에 실행 테스트가 특정 시간에 실행됩니다. 다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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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날짜 -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 날짜를 나타냅니다.

l

시간 -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 시간을 나타냅니다.

593/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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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장: 기능 테스트 실행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테스트 실행 개요

596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98

기능 테스트 실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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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테스트 실행 개요
ALM 버전: 기능 테스트 실행은 ALM Edition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
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
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에서 서버 측 기능 및 성능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
니다. 서버 측 테스트는 원격 테스트 호스트에서 실행됩니다. 테스트 호스트는 테스트 도구가 설치된
랩 관리에 등록된 컴퓨터입니다.
다음 워크플로 다이어그램은 ALM에서 기능 테스트 집합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ALM을 사용하여 즉시 서버 측 테스트를 실행하거나 나중에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리소스를 예약
할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에서는 전체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거나 테스트 집합에서 특정 테스트 인스턴스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서버 측 테스트는 ALM의 Continuous Delivery 솔루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
를 빌드 확인 세트와 연결하여 자동화된 종단 간 배포 및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응
용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빌드 확인 세트 및
Continuous Delivery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테스트(52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호스트 속성
기능 테스트 집합에 추가된 테스트 인스턴스는 실행 표에 테스트 호스트 속성 필드가 있습니다. 이
필드를 사용하면 선택한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에 사용하는 테스트 호스트에 특정 속성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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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ALM에서는 용도, 특성, 위치 속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호스트 선
택 대화 상자(56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테스트 인스턴스에 필요한 호스트는 요청된 호스트 탭의 표에 추가됩니다.

요청된 호스트
ALM에서 서버 측 테스트 또는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면 요청된 호스트 탭(테스트 > 테스트 랩에 있
음)의 테스트 호스트를 사용합니다. 요청된 호스트 탭에서 선택한 테스트 집합에 예약된 테스트 호스
트를 보거나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ALM은 테스트 호스트 풀에 해당 호스트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표에 호스트 요청을 추
가합니다. 표에 테스트 풀에 없는 호스트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면 테스트 집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LM에서는 테스트 호스트 요청을 두 가지 모드로 관리합니다.
l

자동 모드
ALM의 기본 자동 모드에서는,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 인스턴스를 추가할 때마다 ALM이 새 테스
트 인스턴스에서 요청한 호스트(특정 호스트 또는 자동 일치 호스트)가 선택한 테스트 집합에 대
해 이미 요청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새 테스트 인스턴스에 요청된 호스트 표에 없는 호스트
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ALM은 테스트 집합에 새 테스트 호스트를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표
에 새 테스트 인스턴스에 요청 중인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새 호스트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집합에 런던에 있는 VAPI-XP 용도의 호스트에 대한 호스트 요청이 포함
되어 있고 VAPI-XP 용도의 자동 일치 호스트를 요청하는 새 테스트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경
우, ALM에서는 자동 일치 호스트 표에 새 호스트 요청을 추가합니다. 런던 호스트 요청에 새
자동 일치 호스트가 기술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요청이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ALM에서는 표에 새 자동 일치 호스트 요청을 추가합니다.

l

사용자 지정 모드
선택된 테스트 집합에 요청 중인 호스트를 수동으로 편집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풀
에 사용 가능한 테스트 호스트가 하나이고 이 테스트 호스트에 여러 테스트 인스턴스가 포함된 경
우를 가정합니다. 그럴 경우 요청된 호스트 탭에서 호스트를 수정해서 단일 호스트에 대해서만 지
정합니다. 표의 항목을 변경하면 ALM에서 테스트 집합이 사용자 지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사용자 지정 모드에서는 테스트 집합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만 ALM에 추가 테스트 인
스턴스의 새 호스트 요청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추가된 테스트 인스턴스가 해당 테스트 집합의
기존 호스트 요청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집합에 VAPI-XP 용도의 자동 일치 호스트에 대한 호스트 요청이 포함되
어 있고 런던에 있는 VAPI-XP 용도의 호스트를 요청하는 새 테스트 인스턴스를 추가할 경
우, 첫 번째 자동 일치 호스트 요청에 런던 호스트 요청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ALM에서 새 테
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호스트 요청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테스트 집합에 런던에 있는 VAPI-XP 용도의 호스트에 대한 호스트 요청이 포함되어
있고 VAPI-XP 용도의 자동 일치 호스트를 요청하는 새 테스트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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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LM에서 표에 새 호스트 요청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런던 호스트 요청으로 새 테스트 인
스턴스가 충족되므로 ALM에서 새 호스트 요청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HP ALM Lab Service
서버 측 테스트를 실행할 때 ALM에서는 할당된 테스트 호스트에 설치된 HP ALM Lab Service 에이
전트와 통신하고 테스트 실행을 요청합니다. 랩 서비스 에이전트는 테스트 결과를 다시 ALM으로 내
보냅니다.
랩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실행 보고서
기능 또는 성능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면 실행 보고서 페이지가 열리고 테스트 실행 상태가 계속 업데
이트되어 표시됩니다. 테스트 실행 모듈에서도 실행 보고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행 보고서 페이지(6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ALM 버전: 기능 테스트 실행은 ALM Edition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
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
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작업은 서버 쪽 기능 테스트 및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능 테스트 실
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능 테스트 실행 개요(59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테
스트(5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598페이지)

l

기능 테스트 즉시 실행(599페이지)

l

나중을 위해 기능 테스트 예약(599페이지)

l

결과(599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n

서버 쪽 테스트 실행에 대한 테스트 호스트 설정 - 서버 쪽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기능 테스
트 집합에 포함된 테스트의 원격 실행에 대해 테스트 호스트 컴퓨터를 설정하고 등록해야 합
니다. 서버 쪽 테스트의 테스트 호스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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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

자동 테스트 및 기능 테스트 집합 만들기 - 테스트 계획 모듈을 사용하여 자동 테스트를 만들
고 테스트 랩 모듈을 사용하여 기능 테스트 집합을 정의하고 자동 테스트로 채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만드는 방법(374페이지) 및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기능 테스트 즉시 실행
기능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가 원격 테스트 호스트에서 즉시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선택한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테스트 집합 트리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합니다. 실행 표
탭을 클릭하고 하나 이상의 테스트를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n

기능 테스트 집합의 모든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기능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테스트 집합 실
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HP Continuous Delivery Automation(CDA)과 통합된 경우 ALM에서 컴퓨터
를 프로비저닝하고 동적 환경에 빌드 패키지를 배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ALM과 CDA 간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6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나중을 위해 기능 테스트 예약
시간 슬롯을 사용하여 기능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가 나중에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슬
롯을 예약하여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테스트 리소스를 미리 예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66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67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결과
기능 테스트 및 테스트 집합 실행의 경우 ALM이 실행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실행 보고서 페이지
는 실행에 관한 일반적인 세부 정보, 테스트별 전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테스트 집합 내에서 개
별 테스트의 드릴다운 실행 정보도 제공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실행 보고서 페
이지(6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이 완료된 후 테스트 실행 모듈에서 테스트 결과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볼 수 있습니
다.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면 테스트 집합 실행이 테스트 집합 실행 탭에 바로 표시됩니다. 테스
트 인스턴스가 완료되면 테스트 실행 탭에 표시됩니다.
테스트 결과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능 테스트 문제 해결
l

테스트 집합에 대해 요청된 테스트 호스트가 프로젝트 호스트 풀의 가용 테스트 호스트 한도보다
많을 경우 해당 테스트 집합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패널(요청된 호스트 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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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테스트 리소스 부족으로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임시 해결책: 호스트 풀에 테스트 호스트를 더 추가하거나 요청된 호스트 탭에서 요청된 호스트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l

요청된 호스트 탭에서 테스트 집합에 요청된 호스트 요청을 제거하면 해당 테스트 집합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패널에 테스트 리소스 부족으로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수 없다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임시 해결책:
n

누락된 호스트 확인을 클릭합니다. ALM이 요청된 호스트 탭의 표에 필요한 테스트 호스트를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n

기본값 복원을 클릭합니다. ALM이 자동으로 테스트 집합을 자동 모드로 다시 설정하고 요청
된 호스트 탭의 표에 필요한 테스트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기능 테스트 실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

600

제안 기간 대화 상자

604

실행 보고서 페이지

605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기능 및 성능 테스트, 테스트 집합, 빌드 확인 세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집합의 경우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방
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기능 테스트 집합의 모든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기능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
고 테스트 집합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특정 기능 또는 성능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표
탭 또는 실행 흐름 탭을 클릭합니다. 테스트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
니다.

빌드 확인 세트의 경우 빌드 확인 모듈로 이동합니다. 빌드 확인 세트를 선택하
고 빌드 확인 세트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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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이 대화 상자에서 기능/성능 테스트, 테스트 집합 및 빌드 확인 세트에 대한 임
시 시간 슬롯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테스트"라는 일반 용어는
모두 기능/성능 테스트,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를 나타냅니다.
ALM 버전: 성능 테스트는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
하고, 기능 테스트 집합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
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

l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98페이지)

l

테스트 실행 개요(516페이지)

l

자동 테스트 실행 개요(621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시간 슬롯 선택

새로 만들기 또는 예약됨을 선택합니다.
l

l

HP ALM (12.00)

새로 만들기 - 새 시간 슬롯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한 테스트
에 사용할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 테스트를 실행할 시간 슬롯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예약됨 - 테스트에 할당되었거나 할당되지 않은 예약된 수동 시간 슬
롯에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 슬롯이 없으
면 테스트 일정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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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예약된 시간 슬롯
표>

예약된 시간 슬롯을 사용할 때 표시됩니다.
이 표에는 현재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예약했거나 아직 테스트에 할
당되지 않은 수동 시작 시간 슬롯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표에 표시되는 상태 필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 사용자가 만들었고 선택한 테스트 엔터티에 링크되었기 때문
에 권장되는 시간 슬롯입니다.

l

정상 - 이 시간 슬롯에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l

업데이트 필요 - 사용 가능한 시간 슬롯이지만 실행에 필요한 리소스
가 부족합니다. 이 시간 슬롯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선택하면
ALM에서 필요한 리소스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l

참고: 시간 슬롯 모듈에서 시간 슬롯을 예약했더라도 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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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슬롯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 슬롯이 실행 중입니다(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시작하도록 구
성되었음).
동시에 실행되는 시간 슬롯 때문에 리소스를 더 업데이트할 수 없
어서 시간 슬롯에 필요한 리소스가 없습니다.
선택한 테스트 엔터티를 실행할 만큼 시간 슬롯의 기간을 충분히
길게 구성하지 않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 슬롯이 실수로 다른 테스트에 링크되었습니다.

602/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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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시간 슬롯 속성

기간 - 예약된 리소스에 필요한 시간의 길이(시간 및 분)입니다. 제안 기
간 아이콘
을 클릭하면 제안 기간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은 제안 기간 대화 상자(6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간 슬롯 자동 연장 - 활성화되면 시간 슬롯이 끝나가도 테스트가 아직
실행 중인 경우 테스트 시간 슬롯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시간 슬롯이
성공적으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연장된 시간 슬롯 기간에 필요한 테스트
리소스가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연장(65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청된 리소스 - 이 테스트에 요청되는 리소스입니다.
Vuser - 할당되는 Vuser 수입니다.
참고: 성능 테스트에만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67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행 후 - 테스트 실행 완료 후 수행할 작업입니다.
참고: 성능 테스트에만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67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 환경 구성 - 테스트에 사용할 AUT 환경 구성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배포 - CDA에 링크된 AUT 환경 구성을 선택한 경우 여기에 배포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CDA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사용 방
법(3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에서 기능 테스트 집합 또는 성능 테
스트를 실행하는 경우 배포된 환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 계산 - 테스트 실행에 필요한 리소스의 가용성을 계산하고 새 시
간 슬롯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용성 결과

가용성 확인 결과를 표시합니다. 시간 슬롯을 예약할 수 없다면 그 이유
가 표시됩니다.
선택한 시간 슬롯에 예약된 호스트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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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기간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이전 서버 측 실행의 기록된 기간을 사용하여 현재 실행에 대해 제안되는 기간을 얻
을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대화 상자에서 제안 기간
l

l

중요 정보

l

l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 -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676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 - 자세한 내용은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600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은 이전 서버 측 실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재 실행의 기간을 제안합니
다. 따라서, 선택한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의 이전 실행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만 ALM에서 기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는 특정 수만큼의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기간을 제안합니다. 이 수
는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SD_RUN_AMOUNT 옵션 매개 변수
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0회 실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실행은 마침 상태에 도달한 경우에만 기록됩니다.
이 기능은 기능 테스트 집합에서 실행하는 모든 빌드 확인 세트 실행에 사용
가능합니다. ALM에서는 개별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에 대한 제안 기간은 제
공하지 않습니다.

l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

l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98페이지)

l

테스트 실행 개요(516페이지)

l

자동 테스트 실행 개요(621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최장 이전 기간

선택한 실행에 가장 길게 기록된 실행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실행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고 리소스가 부족한 상태인 다른 중요한
테스트가 거의 없는 경우에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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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간

선택한 실행의 기록된 실행 결과 중 90 백분위 수로 사용된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의 10%만 기간이 더 깁니다.
테스트 리소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제안 기간

ALM에서 선택한 옵션을 기준으로 제안하는 기간입니다. 확인 을 클릭하여
실행에 이 기간을 적용합니다.

가장 짧은 기간

이 실행 유형에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을 표시합니다.
실행 유형별로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유지 관리 시간 슬롯: 5분
기능 테스트 집합: 15분 또는 SD_RUN_AMOUNT 사이트 매개 변수(선
택 사항)

l

빌드 확인 세트: 30분

l

성능 테스트: 30분

실행 보고서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기능 테스트, 테스트 집합 및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실행 보고서는 기능 테스트나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를 실행할 때 자동
으로 나타납니다.
실행 후 또는 실행 중에 실행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l

테스트 실행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 실행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에 대한 실행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을 선택하고
보고서 표시 버튼

l

l

HP ALM (12.00)

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랩 모듈의 실행 표 탭에서 테스트 집합 실행에 대한 실행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선택하고 마지막 실행 보고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빌드 확인 모듈에서 빌드 확인 세트에 대한 실행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빌
드 확인 세트를 선택하고 마지막 실행 보고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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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실행 보고서는 실행에 관한 일반적인 세부 정보, 테스트 집합별 전반적인 정보뿐
만 아니라 실행 내에서 개별 테스트의 드릴다운 실행 정보도 제공합니다.
실행 보고서는 기능 테스트 및 테스트 집합 실행과 빌드 확인 세트 실행에 대해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실행 보고서 페이지는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l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

l

기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98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실행의 모든 테스트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새로 고침 - 실행 데이터를 선택된 간격마다 자동으로 새로 고칩니
다.
실행 데이터를 새로 고칩니다.
실행 보고서 페이지에 대한 도움말 항목을 엽니다.

<실행 세부 정보 섹
션>

HP ALM (12.00)

실행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l

실행 이름

l

실행을 수행한 사용자의 이름

l

실행이 시작되고 끝난 시간

l

실행의 현재 상태

l

실행 ID

606/86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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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환경 세부 정보

설명
참고: 이 섹션은 선택된 실행에 AUT 환경 구성이 사용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AUT 환경 세부 정보 및 상태를 표시합니다. AUT 세부 정보를 클릭하여
AUT 환경 세부 정보 및 CDA 토폴로지의 드릴다운 보기를 볼 수 있습니
다. 선택한 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빌드 정보를 클릭할 수 있
습니다.
배포 세부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실행 세부 정보

실행에 포함된 테스트 집합 또는 테스트 인스턴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
다.
선택한 실행 중지 - 선택한 실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실행 화면 - 성능 테스트 실행의 경우 테스트 실행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성능 테스트 실행 화면을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테스트 실행이 실행 중 상태인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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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실행 보고서 표>

이 실행에 포함된 테스트 또는 테스트 집합 목록을 표시합니다. 필드 정
의는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전순으로 열 정렬
열을 사전순으로 정렬하려면 열 제목의 오른쪽 모서리 위로 마우스를 가
져갈 때 나타나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열을 선택하
거나 선택 취소하여 표에 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열 필터링
열을 필터링하려면 텍스트 상자에 필터 문자열을 입력하거나 열 제목 아
래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실행 세부 정보

HP ALM (12.00)

넓은 공간에 실행 세부 정보 필드를 표시합니다.

608/860 페이지

35장: 기본 테스트 실행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테스트 실행 개요

610

수동 테스트 실행

610

자동 테스트 실행

620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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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테스트 실행 개요
사용하는 ALM 버전과 상관없이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에서 클라이언트 쪽
자동 및 수동 테스트와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Sprinter 또는 수동 실행기를 사용하여 ALM에서 기본 테스트 집합의 수동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
니다. ALM의 수동 테스트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동 테스트 실행(610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자동 실행기를 사용하여 ALM에서 기본 테스트 집합의 자동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ML의 자
동 테스트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테스트 실행(62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수동 테스트 실행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동 테스트 실행 개요

610

HP Sprinter 개요

611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방법

612

수동 테스트 실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615

수동 테스트 실행 개요
기본 테스트 집합에서 수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단계를 따르고 테스트 중인 응
용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실제 응용 프로그램 결과가 예상 출력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
라 각 단계의 통과 또는 실패가 결정됩니다. 수동 테스트와 자동 테스트를 모두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워크플로 다이어그램은 ALM에서 기능 테스트 집합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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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합에서 테스트를 두 번 이상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테스트 실행으로 간
주됩니다. 실행 중에 일시 중지한 수동 테스트 실행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실행하는 동안 테스트 단계를 수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래 테스트와 테스트 인스턴
스에 수정 사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테스트 실행에 대해서만 수정 내용을 저장할 수 있
습니다.
테스트 실행을 완료하고 나면 모든 테스트 실행의 요약을 보고 테스트 인스턴스별로 자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ALM에서는 HP의 수동 테스트 솔루션인 HP Sprinter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HP Sprinter 개요(6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printer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 실행기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HP Sprinter 개요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에서 HP Sprinter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테스트를 실
행할 수 있습니다. Sprinter에서는 수동 테스트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는 고급 기능과 도구를 제공합
니다. Sprinter는 ALM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으므로 두 솔루션 모두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 또는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는 Sprinter 기
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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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십시오.
l

Sprinter로 작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 실행기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동 테스트를 실행하는 동안 테스트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테스트 응용 프로그램을 나가
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할 수
도 있고, 테스트하는 동안 응용 프로그램 동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고, 결함 추적 소프트웨어로 전환
하여 결함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printer는 수동 테스트 프로세스의 이러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테스트 흐름을 중단하지 않고도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printer를 사용하면 수동 테스트에서 반복적이고 지루한 여
러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Sprinter에는 결함을 감지하고 제출하는 데 유용한 여러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테스트 작업의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수동 테스
트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printer에서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화면 캡처 작성 및 주석 첨부

l

실행 동영상 캡처

l

테스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매크로 기록 및 실행

l

응용 프로그램 필드에 자동으로 데이터 입력

l

제출하는 결함에 단계 또는 사용자 수행 목록을 자동으로 포함

l

구성이 서로 다양한 컴퓨터에서 사용자 수행 복제

Sprinter 설치 및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
지에 있는 HP Sprinter Readme 와 HP Sprinter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 Add-in에서
ALM의 Add-in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LM 기본 설정을 Sprinter용으로 사용자 지정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Sprinter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려면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방법
(6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방법
이 작업은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테스트 수동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동 테스트 실행 개요(6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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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 이 섹션에 설명된 Sprinter 기능은 ALM Essentials Edition 또는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613페이지)

l

Sprinter로 테스트 실행(613페이지)

l

수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테스트 실행(614페이지)

l

테스트 실행 중 테스트 단계 편집(614페이지)

l

수동 테스트 실행 다시 시작(614페이지)

l

결과(615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수동 테스트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향상된 기능 및 다양한 도구는 HP Sprinter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Sprint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Sprinter 개요(611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Sprinter로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Sprinter를 설치해야 합니다. Sprinter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려면 도움말 > Add-in을 선택하여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Sprinter로 테스트 실행
Sprinter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테스트 랩 모듈에서 Sprinter로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표 탭을 클릭합니다.
n

단일 수동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해당 테스트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

을 클릭합니다.

n

수동 테스트를 두 개 이상 실행하려면 해당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실행 버튼 옆의 드롭다운
화살표 를 클릭하고 Sprinter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Sprinter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지
에서 사용할 수 있는 HP Sprinter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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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테스트 실행
Sprinter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
다.
a.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표 탭 또는 실행 흐름 탭
을 클릭합니다. 해당 테스트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 옆의 드롭다운 화살표 를 클릭하고 수동
실행기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수동 실행기 마법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동 실행기 마법사(616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용 수동 실행기 마법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b. 테스트할 응용 프로그램을 열고 테스트 단계를 실행합니다. 테스트 단계 설명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c. 실제 결과와 예상 결과를 비교합니다. 단계를 수행할 때 예상 결과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에
서 응답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d.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각 단계에 통과 또는 실패 상태를 할당합니다.
e. 단계가 실패하면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응답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나 이상의 단계가
실패하면 테스트는 실패합니다.

4.

테스트 실행 중 테스트 단계 편집
수동 실행기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하는 동안 테스트 단계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습
니다. 테스트 실행을 마친 후 변경 내용과 함께 설계 단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동 실행 중에 수동 실행기: 단계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테스트 단계를 편집합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수동 실행기: 단계 세부 정보 페이지(61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수동 테스트 실행 다시 시작
실행 중에 수동 테스트 실행이 일시 중지했으면 나중에 실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처
음 실행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실행기(Sprinter 또는 수동 실행기)를 사용하여 실행을 계속합니
다.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n

실행 표 탭 또는 실행 흐름 탭에서 실행을 다시 시작할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 수동으로
계속 실행을 선택합니다. 또는 실행 화살표를 클릭하고 수동으로 계속 실행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렇게 하면 선택한 테스트의 마지막 실행이 계속됩니다. 이전 실행을 다시 시작하
려면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버튼을 클릭하고 사이드바에서 실행을 클릭한 후 다시 시
작할 테스트 실행을 선택합니다. 수동으로 계속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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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테스트 실행 모듈 > 테스트 실행 탭에서 다시 시작할 테스트 실행을 선택하고 수동으로 계속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표에서 여러 테스트 인스턴스를 선택하거나 테스트 실행 탭에서 여러 실행을 선택하면 선
택한 모든 실행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표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테스트가 Sprinter로 실행되었
으면 그 실행만 계속됩니다.
6.

결과
테스트 실행이 완료된 후 다음 모듈에서 테스트 결과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n

테스트 랩 - 각 테스트 실행의 업데이트 상태가 실행 표에 표시됩니다. 각 테스트 단계 결과가
마지막 실행 보고서 창에 나타납니다.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좀 더 자세
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n

테스트 실행 - 프로젝트의 각 테스트 실행에 대한 업데이트 상태가 표시됩니다. 테스트 실행
세부 정보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수동 테스트 실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동 테스트 실행 대화 상자

615

수동 실행기 마법사

616

수동 테스트 실행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Sprinter, 수동 실행기 또는 자동 실행기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
를 사용합니다.
l

l

수동 테스트만 포함된 전체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려면 테스트 집합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표 탭 또는 실행 흐름 탭에서 둘 이상의 수동 테스트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12페이지)

참고 항목

수동 테스트 실행 개요(6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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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Sprinter

Sprinter를 열고 실행 표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선택한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
합니다. Sprint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Sprinter 개요(611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이 옵션은 컴퓨터에 Sprinter가 설치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 또는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
서는 Sprinter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수동 실행기

실행 표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수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테스트를 수
동으로 실행합니다. 수동 실행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동 실행기 마법사
(6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실행기

실행 흐름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선택한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테스
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
(6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다시 이 대화 상자를 먼저 표시하지 않고 수동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ALM에 지시합
표시 안 함
니다. 이 대화 상자를 다시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테스트 > 수동 테스트 실행
확인 사용을 선택합니다.

수동 실행기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는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동 테스트와 자동 테스트를 모두 수동으
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표 탭 또는
실행 흐름 탭을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테스트를 선택하고 테스트 > 수동 실행
기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동 실행기: 실행 세부 정보 페이지 (617페이지) > 수동 실행기: 단계 세부 정보
페이지(618페이지)

참고 항목

HP ALM (12.00)

l

테스트 실행 개요(516페이지)

l

수동 테스트 실행 개요(610페이지)

l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616/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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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실행기: 실행 세부 정보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실행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l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수동 실행기 마법사(6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초안 실행 필드를 사용하여 테스트 인스턴스를 초안 실행으로 실행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안 실행(51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또는 흐름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수동 실행기 마법사(616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동 실행기: 실행 세부 정보 페이지 (617페이지) > 수동 실행기: 단계 세부 정
보 페이지(618페이지)

참고 항목

수동 테스트 실행 개요(61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테스트 실행을 시작합니다.
실행 중인 테스트에 실제 값이 할당되지 않은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 테스트
의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매개 변수의 실제 값을 할당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호출된 테스트 매개 변수/테스트의 매개 변수 대화 상자(429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Business Process Testing: 실행 중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실제
값이 할당되지 않은 매개 변수가 있을지라도 테스트의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수동 실행기: 단계 세부 정보 페이지의 매개 변수 창에
서 실제 값을 지정합니다.
테스트 실행을 끝냅니다. ALM이 테스트 실행을 저장합니다.
테스트 실행을 취소합니다.
이 테스트가 테스트 집합의 일부로 실행 중인 경우 확인 대화 상자가 열립니
다. 남은 테스트의 실행을 취소할지 여부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현재 테스트 실행 저장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하여 현재 테스트 실행을
저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첨부 - 첨부 파일을 보고 테스트 실행에 추가할 수 있는 첨부 파일 페
이지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617/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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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새 결함 - 테스트 실행에 결함을 추가할 수 있는 새 결함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결함 대화 상자(73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은 자동
으로 테스트 실행과 새 결함 사이의 링크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함 링
크(7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테스트 실행에 대한 링크된 결함을 보려면 새 결함 화살표를 클릭하고
링크된 결함을 선택합니다.
운영 체제 정보 - 운영 체제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다음을 편집할 수 있습
니다.
l

운영 체제 - 테스트 단계를 수행하는 컴퓨터의 운영 체제입니다. 기본적
으로 ALM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표시됩니다.

l

OS 서비스 팩 - 운영 체제 서비스 팩입니다.

l

OS 빌드 번호 - 운영 체제 빌드 번호입니다.

실행 세부 정보

테스트 실행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필수 필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
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주석 탭

현재 테스트 실행에 대한 주석입니다. 주석을 추가하려면 주석 추가를 클릭
합니다.

테스트 세부 정보

테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는 테스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계획 모듈 창(3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수동 실행기: 단계 세부 정보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를 통해 각 단계에 대한 통과/실패 상태를 설정하고 실행 중에 단계를 추가, 삭제 또
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을 마친 후 변경 내용과 함께 설계 단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l

l

HP ALM (12.00)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수동 실행기 마법사(616페이지)에 나와 있
습니다.
테스트 실행 중에 테스트 단계를 수정하는 경우 테스트 계획 모듈의 원래 테
스트 및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인스턴스에 수정 내용을 저장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테스트 실행에 대해서만 수정 내용을 저장할 수 있
습니다.
테스트 랩 모듈에서는 현재 테스트 실행에서만 호출된 테스트의 변경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호출된 테스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호출된 테
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계 단계 탭/설계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43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618/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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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맵

수동 실행기 마법사(616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동 실행기: 실행 세부 정보 페이지 (617페이지) > 수동 실행기: 단계 세부 정
보 페이지(618페이지)

참고 항목

l

수동 테스트 실행 개요(610페이지)

l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단계 추가 - 기본 단계 이름이 지정된 새 단계가 테스트에 추가됩니다. 설명 상자
에서 새 단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및 흐름
선택한 항목 삭제 - 선택한 단계를 삭제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및 흐름
선택한 항목 통과 - 선택한 테스트 단계의 상태를 Passed로 변경합니다. 모든
테스트 단계를 한 번에 통과시키려면 선택한 항목 통과 화살표를 클릭하고 모두
통과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 실패 - 선택한 테스트 단계의 상태를 Failed로 변경합니다. 모든 테
스트 단계를 한 번에 불합격시키려면 선택한 항목 실패 화살표를 클릭하고 모두
실패를 선택합니다.
매개 변수 표시 - 테스트 매개 변수의 값을 볼 수 있는 테스트 실행의 매개 변수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개 변수 탭/매개 변수 대화 상자(424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단계에 첨부 - 첨부 파일을 보고 테스트 단계에 추가할 수 있는 첨부 파일 페이지
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을 전체 테스트 실행에 추가하려면 첨부 파일 화살표를 클릭하고 실행
에 첨부를 선택합니다.
새 결함 - 결함을 단계에 추가할 수 있는 새 결함 대화 상자를 엽니다. ALM은 자
동으로 테스트 단계와 새 결함 사이의 링크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결함
대화 상자(737페이지) 및 결함 링크(7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테스트 단계에 대한 링크된 결함을 보려면 새 결함 화살표를 클릭하고 링
크된 결함을 선택합니다.
맨 위에 유지 - 수동 실행기: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려 있는 모든 창의 맨
위에 표시합니다.
선택한 창을 수동 실행기: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위에 표시하려면 위에 표
시 안 함 버튼을 클릭합니다.

HP ALM (12.00)

61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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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간단히 보기 - 편리하게 각 테스트 단계를 읽고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이 대화
상자의 간단히 보기 디스플레이를 엽니다.
단계 표로 돌아가려면 단계 표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 기준>

상태 열에 따라 테스트의 단계를 필터링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및 흐름
실행 끝내기 - 실행을 종료합니다.
실행 중에 테스트 단계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한 경우 확인 상자가 열립니다. 다
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l

예 -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 랩 모듈에서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테스트를 업데
이트합니다.
아니요 - 현재 테스트 실행에서만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전 단계 - 이전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 테스트에 사용 가능: ALM 수동 테스트(간단히 보기, 흐름 및 비즈니스 프로
세스 테스트)
다음 단계 -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사용 가능: ALM 수동 테스트(간단히 보기, 흐름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표 표시기>

다른 개체가 단계에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l

l

<표 필드>

. 첨부 파일이 단계에 연결되었습니다.
. Business Process Testing: 스냅샷이 단계에 연결되었습니다.

테스트 단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거나 편집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usiness Process Test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또는 흐름을 실행하면
확장 가능한 계층 트리의 표에 구성 요소, 흐름, 그룹 및 반복도 표시됩니다.

설명

선택한 테스트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상

선택한 테스트 단계의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선택한 테스트 단계의 실제 결과입니다.

자동 테스트 실행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테스트 실행 개요

HP ALM (12.00)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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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테스트 실행 개요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에서 결함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컴퓨터 또는 원격 테스트 호스트를 선택하여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호스트는 이
미 테스트 도구가 설치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입니다.
서버 측 실행을 사용하고 테스트 실행 중에 사용자 개입이 필요 없는 기능 테스트 집합과 반대로, 기
본 테스트 집합은 사용자가 테스트 실행을 시작 및 관리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측 실행을 사용합니다.
자동 및 수동 테스트를 포함하여 테스트 집합의 모든 테스트 또는 특정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l

l

자동 테스트를 실행하면 ALM에서 선택된 테스트 도구를 자동으로 열고 로컬 컴퓨터 또는 원격 호
스트에서 테스트를 실행한 다음 ALM으로 결과를 내보냅니다.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수동 테스트를 실행하고 원격 호스트를 지정하면 ALM에서 지정된 테
스트 담당자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 지정된 호스트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알립니다.

또한 자동 테스트를 실행하여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고 데스크톱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컴퓨터를 다
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테스트 개요(472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2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
이 작업은 기본 테스트 집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테스트 자동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테스트 실행 개요(62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622페이지)

l

테스트 실행 일정 및 순서(622페이지)

l

기본 테스트 집합 자동 실행(622페이지)

l

결과(6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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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구성 요소
n

원격 테스트 실행에 대한 호스트 설정 -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전에 자동 테스트를 원
격 실행할 호스트 컴퓨터를 설정하고 수동 테스트를 실행할 테스터를 할당해야 합니다.
참고: UFT GUI 테스트 실행에 대한 중요 정보는 Unified Functional Testing(UFT) GUI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62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ALM과 테스트 호스트 간 통신 활성화 - 원격 호스트에서 기본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때 ALM
은 테스트 호스트와 직접 통신하여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어 두어야 하는 포트와 기타 보안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테스트 도구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n

수동 테스트를 실행할 테스터 지정 - 수동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고 원격 호스트를 지정
하면 ALM이 지정된 테스터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알립니다. 지정한 테
스트의 테스터가 유효한 전자 메일 주소를 가진 경우에만 이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테스터를 지정하려면 실행 표 탭에서 테스트를 찾아 책임 테스터 열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2.

테스트 실행 일정 및 순서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n

일정 예약 -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고 테스트 실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테스트 집
합 일정 예약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예약 방법(588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n

순서 지정 -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할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o

실행 흐름에서 C TRL 키를 누른 상태로 테스트를 둘 이상 선택합니다. 테스트를 마우스 오
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을 선택합니다.

o

실행 표에서 테스트 >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 대화 상자(6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기본 테스트 집합 자동 실행
자동 실행기를 사용하여 수동 및 자동 기본 테스트를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하나 이상의 자동 테스트를 포함하는 기본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테스트 집합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n

선택한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기본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표 탭 또는 실행 흐름 탭을 클
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자동 테스트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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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수동 테스트만 실행하려면 해당 테스트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동 테스트 실
행 대화 상자에서 자동 실행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여러 원격 호스트에서 동일한 테스트를 동시에 실행하려면 테스트의 여러 인스턴스를 테스트
집합에 추가합니다.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 인스턴스 추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선택 창(5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실행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6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결과
기본 테스트 집합의 경우 실행이 완료된 후 자동 테스트 실행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
다.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실행 > 실행 로그 보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
보는 실행 로그 대화 상자(6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이 완료된 후 다음 모듈에서 테스트 결과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n

테스트 랩 - 각 테스트 실행의 업데이트 상태가 실행 표에 표시됩니다. 각 테스트 단계 결과가
마지막 실행 결과 창에 나타납니다.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좀 더 자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n

테스트 실행 - 프로젝트의 각 테스트 실행에 대한 업데이트 상태가 표시됩니다. 테스트 실행
세부 정보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Unified Functional Testing(UFT) GUI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
법
참고: HPUnified Functional Testing (UFT)는 이전에 HP QuickTest Professional 및 HP
Service Test로 알려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

QuickTest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제 UFT에서 GUI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l

Service Test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UFT에서 API 테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UFT GUI 테스트를 실행할 때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l

l

ALM이 원격 호스트에서 GUI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게 하려면 원격 호스트에서 관련 응용 프로그
램을 열고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fied Functional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ALM에서는 GUI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선택한 GUI 테스트와 연관된 UFT Add-in을 로드합니
다. UFT Add-in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GUI 테스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Add-in 작업 및 UFT의 연
관된 Add-in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Add-in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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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테스트 랩 모듈에서 GUI 테스트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빠른 모드로 실행됩니다. 일반 모드로는 실
행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ALM에서는 테스트 집합 실행을 마칠 때 UFT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른 UFT 사
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UFT 라이센스를 이 시점에서 릴리스합니다. 테스트 집합을 실행한 후에
도 UFT를 계속 열어 두려면 사이트 관리의 사이트 구성 탭에서 SUPPORT_TESTSET_END 매개
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테스트 실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

624

호스트 관리자 대화 상자(기본 테스트 집합에만 해당)

626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 대화 상자

628

실행 로그 대화 상자

628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기본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및 수동 테스
트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 테스트 집합 또는 특정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랩 모듈 > 테스트 집합 탭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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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자동 테스트를 포함하는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테스트 집합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실행 표 탭 또는 실행
흐름 탭을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테스트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
니다.
수동 테스트만 실행하려면 해당 테스트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
다. 수동 테스트 실행 대화 상자에서 자동 실행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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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l

l

l

관련 작업

자동 실행기는 기본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에 대해서만 사용됩니다.
자동 테스트의 경우 ALM은 선택한 테스트 도구를 자동으로 열고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테스트 실행은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선택한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시작됩니다.
원격 호스트에서 실행하도록 정의한 수동 테스트의 경우 ALM은 지정된 호
스트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라는 알림을 전자 메일을 통해 지정된 테스터에
게 보냅니다. 이 알림은 실행 표의 책임 테스터 필드에서 테스트에 대한 테
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원격 호스트에서 동시에 여러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려면 각 테스트 집
합에 대해 새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 인스턴스를 엽니다.
UFT 테스트를 실행할 때 추가 고려 사항을 보려면 Unified Functional
Testing(UFT) GUI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62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518페이지)

참고 항목

l

테스트 실행 개요(516페이지)

l

자동 테스트 실행 개요(621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선택한 테스트 실행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사용 가능: 실행 메뉴

모두 선택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모든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실행 메뉴

모두 선택 취소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모든 테스트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사용 가능: 실행 메뉴

선택 반전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모든 테스트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합니다.
사용 가능: 실행 메뉴
모든 테스트 실행 -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모든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선택한 테스트 실행 - 선택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실행 중지 - 테스트 실행이 완료되기 전에 실행을 종료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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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5장: 기본 테스트 실행

UI 요소

설명
모든 실행 중지 -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실행 중인 모든 테스트를 종료
합니다.

모든 테스트를 로컬
로 실행

로컬 컴퓨터에서 모든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로그 사용

테스트 실행 중에 실행 로그 파일을 만듭니다.
테스트 실행 후에 실행 로그를 보려면 실행 > 실행 로그 보기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행 로그 대화 상자(6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이름

실행할 테스트의 이름입니다.

호스트에서 실행

테스트를 원격으로 실행하도록 지정된 호스트 컴퓨터입니다.
테스트를 원격으로 실행하려면 각 테스트에 대한 호스트 컴퓨터를 선택합
니다. 먼저 모든 테스트를 로컬로 실행 확인란 선택을 취소해야 합니다.
호스트에서 실행 표 형태 상자를 클릭하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호
스트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임의의 호스트> 아래에서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을 선택하여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호스트 그룹을 선택하는 경우 ALM은 그룹의 모든 호스트가 아닌,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첫 번째 호스트에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상태

텍스트 실행 진행률을 표시합니다.

호스트 관리자 대화 상자(기본 테스트 집합에만 해당)
이 대화 상자에서는 기본 테스트 집합 내에서 원격 테스트 실행에 사용 가능한 호스트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스트를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할 그룹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 > 호스트 관리자를 선택합니
다.

중요 정보

원격 테스트 실행에 대한 호스트 그룹을 지정할 경우 ALM은 호스트 그룹의 모든
호스트가 아닌, 사용 가능한 첫 번째 호스트에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호스트 관리자 대화 상자는 기본 테스트 집합에 대해서만 원격 호스트를 정렬하
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21페이지)

참고 항목

자동 테스트 실행 개요(621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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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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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새 호스트 - 호스트 목록에 호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새 호스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호스트 삭제 - 호스트 목록에서 선택한 호스트를 삭제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모든 항목 추가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네트워크에서 모든 항목 추가 - ALM은 네트워크 환경 디렉터리
를 검색하고 발견된 각 호스트를 호스트 목록에 삽입합니다.
프로젝트 호스트와 네트워크상 호스트 동기화 - 호스트 목록의
호스트를 네트워크 환경 디렉터리의 호스트와 동기화합니다.
ALM은 네트워크 환경 디렉터리에서 찾은 호스트를 추가하고 네
트워크 환경 디렉터리에서 찾지 못한 호스트를 삭제합니다.

이름

호스트의 이름입니다.

설명

선택한 호스트 또는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스트 그룹에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그룹 목록에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호스트 목록에서 호스
트를 선택합니다. 여러 호스트를 선택하려면 C TRL 키를 누른 상태에
서 호스트를 선택하십시오. 호스트 그룹에 호스트 추가 버튼을 클릭
합니다.
모든 호스트를 호스트 그룹에 추가하려면 그룹 목록에서 그룹을 선
택하고 호스트 그룹에 모든 호스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호스트 그룹에서 호스트를 제거합니다.
그룹 목록에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그룹의 호스트 목록에
서 호스트를 선택하고 호스트 그룹에서 호스트 제거 버튼을 클릭합
니다.
호스트 그룹에서 모든 호스트를 제거하려면 그룹 목록에서 그룹을
선택하고 호스트 그룹에서 모든 호스트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호스트 그룹입니다.
새 호스트 그룹 - 새 호스트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새 호스트 그룹 대화
상자를 엽니다.
호스트 그룹 삭제 - 그룹 목록에서 선택한 그룹을 삭제합니다.

호스트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한 호스트입니다.

그룹의 호스트

선택한 그룹에 포함된 호스트입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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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인스턴스 정렬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실행 표 또는 실행 흐름에서 테스트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집합 탭에서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중요 정보

l

l

실행 흐름에서 C TRL 키를 누른 상태로 테스트를 둘 이상 선택합니다. 테스트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을 선택합니다.
실행 표에서 테스트 > 테스트 인스턴스 정렬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실행 순서를 결정할 때 ALM은 먼저 실행 흐름을 확인합니다. 실행 표
에서 정의한 순서는 실행 흐름에 조건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됩니
다.
실행 표에서 ALM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호스트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테스
트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순서가 test1, test2 및 test3으로 지정
된 경우, test1과 test3이 동일한 호스트에서 실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이
둘을 먼저 실행하고 다른 호스트에서 test2를 실행합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21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실행 개요(51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선택 항목 위로/아래로 이동 - 선택한 테스트를 목록에서 위 또는 아래로 이동
하여 실행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창>

실행 표에서, 선택한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를 표시합니다.
실행 흐름에서, 선택한 테스트를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테스트의
위치 순서를 변경합니다. 또는 테스트를 위 또는 아래로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
다.

실행 로그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자동 실행기에서 실행된 기본 테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실행 > 실행 로그 보기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로그 사용을 선택한 경우에
만 실행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621페이지)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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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5장: 기본 테스트 실행

참고 항목

자동 실행기 대화 상자(62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선택한 테스트의 세부 정보를 새로 고칩니다.

<테스트 세부 정보 창>

이름, 실행 날짜 및 시간, 원격 호스트를 포함하여 테스트 상자에서 선택
한 테스트의 실행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결과 창>

실행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실행 실패 원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실행된 테스트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삭제

실행 로그를 삭제합니다.
사용 가능: 로그 메뉴

끝내기

실행 로그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사용 가능: 로그 메뉴

호스트

선택한 호스트에 표시되는 테스트를 필터링합니다.
필터링하려면 호스트를 선택하고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림

표시할 다른 실행 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로그 메뉴

테스트

실행 세부 정보가 표시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집합

실행된 테스트가 있는 테스트 집합입니다.

사용자 이름

테스트를 실행한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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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빌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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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8부: 빌드 확인

HP ALM (12.00)

632/860 페이지

36장: 빌드 확인 세트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드 확인 개요

634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

634

빌드 확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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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확인 개요
빌드 확인 모듈에서는 단일 성능 테스트와 결합된 자동 기능 테스트 집합 세트(빌드 확인 세트라고
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둘을 함께 실행하면 빌드 확인 세트가 빌드의 전반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빌드 확인 세트를 정의할 때는 ALM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빌드를 나타내는 AUT 환경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UT 환경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34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이 HP CDA(Continuous Delivery Automation)와 통합된 경우 ALM에서 컴퓨터를 프로비
저닝하고 동적 환경에 빌드를 배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ALM과 CDA 간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는 ALM의 Continuous Delivery 솔루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
된 종단 간 배포 및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르
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빌드 확인 세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ALM에서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테스트(5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
이 작업은 테스트 중인 특정 응용 프로그램 빌드의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빌드 확인 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빌드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빌드 확인 개요(63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사전 필수 조건

l

빌드 확인 세트 만들기

l

세트에 기능 테스트 집합 및 성능 테스트 추가

l

세트 실행

l

테스트 결과 보기

1.

필수 구성 요소
테스트 랩 모듈에서 빌드 확인 세트에 포함될 기능 테스트 집합을 만듭니다. 테스트 집합 만들기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에 추가할 성능 테스트를 만듭니다. 성능 테스트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기존 기능 테스트 집합 및 성능 테스트를 빌드 확인 세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목적으로 기능 테스트 집합 및 성능 테스트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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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빌드 확인 세트 만들기
a.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빌드 확인을 선택합니다.
b. 빌드 확인 세트 폴더를 클릭하고 도구 모음에서 새 빌드 확인 세트 폴더 버튼을 클릭합니다.
c. 새 빌드 확인 세트
버튼을 클릭하고 빌드 확인 세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
합니다. 빌드 확인 세트가 트리에 추가됩니다.

3.

세트에 기능 테스트 집합 및 성능 테스트 추가
기능 테스트 집합 탭에서 기능 테스트 집합을 세트에 추가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
는 기능 테스트 집합 탭(64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성능 테스트 탭에서 성능 테스트를 세트에 추가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성능 테
스트 탭(64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세트 실행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5.

n

세트 바로 실행 - 빌드 확인 세트 페이지 도구 모음에서 실행을 클릭합니다. 세트에 대해 즉시
시간 슬롯을 선택할 수 있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6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지정한 시간에 세트 실행 - 나중에 실행할 수 있도록 세트에 대해 향후 시간 슬롯을 예약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6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결과 보기
실행하는 빌드 확인 세트마다 ALM은 실행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실행 보고서는 세트에 관한 일
반적인 세부 정보, 테스트 집합별 전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세트 내의 각 개별 테스트의 드릴다
운 실행 정보도 제공합니다.
임시 시간 슬롯을 통해 빌드 확인 모듈 내에서 세트를 실행했으면 실행 보고서 세부 정보를 실시
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에 관계 없이 빌드 확인 세트 페이지
도구 모음에서 마지막 실행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실행 보고서 페이지(6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드 확인 모듈 창

636

빌드 확인 모듈 메뉴 및 버튼

637

빌드 확인 모듈 아이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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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확인 모듈 필드

640

기능 테스트 집합 탭

641

성능 테스트 탭

642

빌드 확인 세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

643

새 빌드 확인 세트 대화 상자

644

빌드 확인 세트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대화 상자

645

테스트 집합 트리 창

645

빌드 확인 모듈 창
이 창에서는 빌드 확인 세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빌드 확인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

참고 항목

빌드 확인 개요(63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빌드 확인 모듈 공통
UI 요소>

설명
l

l

l

빌드 확인 필드 - 필드 정의는 빌드 확인 모듈 필드(640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 설명을 보려면 빌드 확인 모듈
메뉴 및 버튼(63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
(4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 트리>

빌드 확인 세트를 구성할 수 있는 트리가 있습니다.

세부 정보 탭

선택한 빌드 확인 세트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빌드
확인 세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64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테스트 집합 탭

기능 테스트 집합을 세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능 테
스트 집합 탭(64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성능 테스트 탭

단일 성능 테스트 인스턴스를 세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성능 테스트 탭(64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청된 호스트 탭

선택한 테스트 집합에 대해 요청된 호스트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호스
트 요청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청된 호스트 탭(575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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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기록 내역 탭

현재 선택한 빌드 확인 세트에서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빌드 확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및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빌드 확인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

참고 항목

빌드 확인 개요(63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메뉴

설명

즐겨찾기에 추가

즐겨찾기

개인 또는 공용 폴더에 즐겨찾기 보기를 추
가할 수 있는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1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 세부 정보

빌드 확인 세트

빌드 확인 세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
고 선택한 테스트 집합의 세부 정보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빌
드 확인 세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643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축소

보기

트리에서 선택한 폴더 아래의 폴더를 축소
합니다.

URL 복사/붙여넣기

빌드 확인 세트/편집

선택한 세트를 복사하여 해당 URL을 링크
로 붙여넣습니다. 세트 자체는 복사되지 않
습니다. 대신 전자 메일 또는 문서와 같은
다른 위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ALM이 열리고 해당 세트
로 이동합니다. 아직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
면 ALM에서 먼저 로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
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잘라내기/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세트 또는 폴더를 비즈니스 확인 세
트 트리의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팁: 테스트 집합 트리의 새 위치로 세
트를 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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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편집

선택한 세트 또는 폴더를 삭제합니다.
Root 폴더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모두 확장

보기

트리에서 선택한 폴더 아래의 폴더를 모두
확장합니다.

필터/정렬

보기

테스트 실행 표에서 실행을 필터링하고 정
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
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삭제

빌드 확인 세트로 이동

마지막 실행 보고서

l

빌드 확인 세트

l

<오른쪽 클릭 메뉴>

<오른쪽 클릭 메뉴>

빌드 확인 세트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특정 해당 ID를 사용하여 빌드 확인 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행 보고서 창을 열고 선택한 빌드
확인 세트에 대한 마지막 실행 결과를 표시
합니다.
표시 화살표를 클릭하여 마지막 실행 보고
서 창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새 빌드 확인 세트 폴더

빌드 확인 세트

새 빌드 확인 세트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빌드 확인 세트 트리에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문 예외: 테스트 집합 폴더 이름에는 다
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ˆ *

빌드 확인 세트

새 빌드 확인 세트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
한 폴더에 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새 빌드 확인 세트 대화 상자
(6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즐겨찾기 구성

즐겨찾기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를 열고 속성을 변
경하거나 보기를 삭제하여 즐겨찾기 보기
목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로 고침/모두 새로 고

보기

최신 정보를 표시하려면 보기를 새로 고칩
니다.

편집

세트 또는 폴더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
다. 루트 폴더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오른쪽 클릭 메뉴>

실행 <엔터티>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빌드 확인 세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
(6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 빌드 확인 세트

침
이름 바꾸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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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편집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를 열고 트
리 또는 표에서 선택한 여러 세트에 대한
필드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
(9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모듈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랩 모듈에 표시되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참고 항목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랩을 선택합니다.
l

테스트 랩 모듈 메뉴 및 버튼(526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녹색 별표> - 해당 탭이 채워져 있습니다.
경보 -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행에 대한 경보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l

빨간색 경보 - 새 경보를 나타냅니다.

l

회색 경보 - 이미 읽은 경보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할당된 테스트 집합 폴더 - 주기에 할당된 테스트 집합 폴더입니다.
첨부 파일 - 지정된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행에 대한 첨부 파일을 보
려면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하여 첨부 파일을 엽니다. 첨부 파일이 열 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첨부 파일 링크를 클릭하면 첨부 파일 페이지에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작업 플래그 -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행에 대한 추가 작업 플래
그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l

회색 플래그 - 새로운 추가 작업 플래그를 나타냅니다.

l

빨간색 플래그 - 추가 작업 날짜에 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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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링크된 결함 - 테스트 인스턴스 또는 테스트 실행에 대해 연결된 결함을 보려
면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
(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고정된 테스트 집합 - 기준선에 고정된 테스트 집합입니다. 자세한 개념은 고
정된 테스트 집합(20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폴더 - 테스트 집합을 구성하는 폴더입니다.
테스트 집합 - 테스트 집합 트리의 테스트 집합입니다.
시간 종속 관계 - 테스트 인스턴스의 시간 종속 관계 조건을 수정하려면 클릭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종속 관계 페이지(5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모듈 필드
이 섹션에서는 빌드 확인 모듈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빌드 확인을 선택합니다.

참고 항목

빌드 확인 모듈 창(636페이지)

필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BVS ID

빌드 확인 세트의 ID입니다.

빌드 확인 세트 테스트 집합 ID

빌드 확인 모듈의 테스트 집합 ID입니다.
참고: 이는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집합 ID와 같은 ID가
아닙니다.

빌드 확인 세트 이름

빌드 확인 세트의 이름입니다.

빌드 확인 세트 테스트 집합 순서

테스트 집합 순서에서 테스트 집합의 위치입니다.

테스트 집합 이름

테스트 집합의 이름입니다.

만든 사람

세트를 만든 사용자입니다.

만든 날짜

세트가 만들어진 날짜입니다.

수정한 날짜

세트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수정한 사람

세트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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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테스트 집합 탭
이 탭에서는 기능 테스트 집합을 빌드 확인 세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빌드 확인을 선택합니다. 트리에서 빌드 확
인 세트를 선택한 다음 기능 테스트 집합 탭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

참고 항목

빌드 확인 개요(63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오른쪽에서 빌드 확인 세트에 테스트 집합을 추가할 수 있는 테스트 집합
트리 대화 상자를 엽니다.
참고: 기능 테스트 집합만 트리에 표시됩니다.
빌드 확인 세트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 선택한 테스트 집합의 세부 정보
를 표시하는 빌드 확인 세트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새로 고침 - 최신 정보를 표시하도록 탭을 새로 고칩니다.
필터/정렬 설정: 탭에 표시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탭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찾기 - 찾기 상자에서 지정한 값을 탭에서 검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
기 대화 상자(8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으로 이동 - 테스트 랩 모듈의 실행 표 탭에서 선택한 테스트
집합으로 이동합니다.
테스트 집합 정렬 - 표에 표시되는 테스트 집합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엽니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거나 테
스트 집합을 원하는 순서의 위치로 끌어 오는 방식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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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테스트 탭
이 대화 상자에서는 성능 테스트를 빌드 확인 세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빌드 확인을 선택합니다. 트리에서 빌드 확
인 세트를 선택한 다음 성능 테스트 탭을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유효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 성능 테스트를 빌드 확인 세트에 링크할 필요는 없
습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

참고 항목

빌드 확인 개요(63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테스트 인스턴스 선택

성능 테스트를 빌드 확인 세트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링크된 테스트가 없으며 선택 사항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성능 테스트를 세트에 링크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 인스턴
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테스트를 링크하려면 없음을 클릭합니다. 테스
트 랩 트리가 표시된 창이 열립니다. 링크할 성능 테스트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테스트를 링크하는 경우 선택에 따라 테스트 이름이 표시됩니다. 다른 테
스트를 선택하려면 테스트 이름을 클릭하고 필요에 따라 테스트를 변경
합니다.
참고: 성능 테스트 설계자에서 링크된 테스트를 변경하는 경우 시간
슬롯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테스트를 수동으로 다시 링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링크된 테스트를 변경하면 시간 슬롯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버전 제어: 체크 아웃된 테스트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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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Vuser

링크된 테스트에 정의된 Vuser/VUD의 수를 표시합니다.
Vuser 대신 VUD를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Vuser/VUD를
클릭하고 선택 사항을 변경합니다.
다른 Vuser/VUD를 추가하려면 항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참고: 요청된 시간 슬롯 및 기타 시간 슬롯에 예약된 모든
Vuser/VUD의 합계는 프로젝트 설정(랩 설정 > 프로젝트 설정)에 지
정된 한도 및 라이센스에 지정된 Vuser/VUD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VU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
십시오.

실행 후

성능 테스트 실행이 완료되면 수행할 작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l

l

결과 수집 안 함 - 성능 테스트가 끝나면 즉시 컴퓨터를 비웁니다. 실
행을 마치면 실행 결과가 로드 생성기에 남아 있습니다. 결과 탭의 마
지막 단계에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집 - 실행이 완료되면 모든 로드 생성기에서 실행 결과를 수집합니
다.
참고: 실행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액세스 기능을 계속 유
지하려면 테스트 실행이 완료되는 즉시 결과가 수집되도록 이 옵
션을 선택하십시오.

l

수집 및 분석 - 실행이 완료되면 실행 결과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데
이터 분석에는 결과 파일의 크기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
니다.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슬롯이 없는 경
우에는 수집 옵션을 대신 선택하고 데이터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지연 분석을 실행합니다. 결과 탭에서 지연 분석을 실행할 수 있
습니다. 결과 탭 세부 정보는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수집 - 선택 항목을 변경하려면 수집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 성능 테스트가 시간 슬롯에 링크된 경우에 한 해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빌드 확인 세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빌드 확인 세트의 세부 정보를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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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테스팅 > 빌드 확인 모듈에서 빌드 확인 세트를 선택하고 빌드 확인 세트 세부
정보 버튼

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

참고 항목

빌드 확인 개요(63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세부 정보

세트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필수 필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
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빌드 확인 모듈 필드(640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기능 테스트 집합

기능 테스트 집합을 빌드 확인 세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능 테스트 집합 탭(64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성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를 빌드 확인 세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능 테
스트 탭(64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요청된 호스트

세트에서 테스트를 위해 요청된 호스트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호스트 요청
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청된 호스트 탭(575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기록 내역

현재 선택한 빌드 확인 세트에서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새 빌드 확인 세트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빌드 확인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빌드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새 빌드 확
인 세트

를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

참고 항목

빌드 확인 개요(63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데이터를 지웁니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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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
다.
맞춤법 검사 옵션 - 맞춤법 검사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빌드 확인 세트 이름

새 세트의 이름입니다.
팁: 세트에 의미 있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은 검사할 빌드의 용도
에 따라 파생될 수 있습니다. 예: ABC 응용 프로그램 - 스테이징 빌드

세부 정보

필수 필드는 별표(*)로 표시되고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사용 가능한 호
스트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빌드 확인 모듈 필드(640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빌드 확인 세트 기능 테스트 집합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팅 > 빌드 확인 모듈에서 빌드 확인 세트를 선택합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빌드 확인 세트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

참고 항목

빌드 확인 개요(634페이지)

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세부 정보

테스트 집합의 세부 정보를 읽기 전용 버전으로 표시합니다. 필수 필드는 빨
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빌드 확인 모
듈 필드(6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트리 창
이 창에서 빌드 확인 세트에 포함할 기능 테스트 집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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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확인 모듈에서 빌드 확인 세트를 선택합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
스트 집합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l

빌드 확인 세트에 여러 개의 기능 테스트 집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l

추가한 순서대로 테스트 집합이 실행됩니다.

645/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6장: 빌드 확인 세트

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

l

ALM에서 빌드 확인 세트 사용 방법(634페이지)

l

테스트 집합 명세 개요(556페이지)

l

빌드 확인 개요(634페이지)

l

기능 테스트 실행 개요(59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테스트 집합 추가 - 선택한 테스트 집합을 빌드 확인 세트에 추가합니다.
팁: 트리에서 폴더 또는 테스트 집합을 두 번 클릭하거나 기능 테스트
집합 표로 끌어서 놓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표시 - 읽기 전용 모드에서 선택한 테스트 집합에 대
한 테스트 집합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모듈 트리의 테스트 집합으로 이동 - 테스트 랩 모듈에서 선택한 테스트 집
합의 위치로 이동하여 해당 테스트 집합을 강조 표시합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최신 정보를 표시하려면 트리를 새로 고침합니다.
필터/정렬 설정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필터/정렬 설정 - 테스트 집합을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는 필터 대화
상자를 엽니다.
필터/정렬 지우기 - 적용한 모든 필터 또는 정렬을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찾기 - 트리에서 특정 테스트 집합을 검색합니다.
ID를 사용하여 테스트 집합으로 이동 - 테스트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트
리에서 테스트 집합 ID에 따라 테스트 집합을 검색합니다.
<필터 상태 표시줄>

트리에 현재 적용된 필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트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트리>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여 선택한 빌드 확인 세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고 테스트 집합 추가
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기
능 테스트 집합이 빌드 확인 세트의 기능 테스트 집합 표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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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슬롯 예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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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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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HP ALM (12.00)

64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7장: 시간 슬롯 예약

시간 슬롯 예약 개요
테스트를 실행하거나, 호스트 컴퓨터에서 유지 관리를 수행하려면(관리자에만 해당)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및 라이센스 제한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ALM
의 시간 슬롯 기능을 사용하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필요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
도록 미리 리소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ALM 에서는 시간 슬롯을 자동으로 예약합니다.
l

l

Performance Center 프로젝트 작업을 할 때 ALM 자체도 데이터 처리 작업에 필요한 리소스를
예약합니다.
특정 호스트 작업을 실행하면 유지 관리 시간 슬롯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시간 슬롯은 ALM 솔루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종단 간 배포 및 테스트 프레
임워크를 구현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
세스의 일부로서 시간 슬롯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응용 프로그램 배
포 및 테스트(5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슬롯 예약 유형

650

자동 시간 슬롯

652

시간 슬롯 예약 연장

653

시간 슬롯 예약 수정

654

시간 슬롯 실패 이해

655

호스트 할당

655

호스트 할당 및 재편성 예

656

시간 슬롯 예약 유형
시간 슬롯을 즉시 사용하도록 예약할 수도 있고 나중에 사용하도록 미리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시간 슬롯 예약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즉시 시간 슬롯 예약
즉시 시간 슬롯을 예약하면 지금 실행할 작업에 대해 리소스를 예약합니다.
l

l

관리: 특정 호스트에서 패치 설치 등의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작업을 시작할 때 현재 호스
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작업 중에 호스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ALM에서 요청한
호스트를 자동으로 유지 관리 시간 슬롯에 예약합니다.
테스트: 기능 테스트 집합에서와 같이 서버 쪽 실행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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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실행을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과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ALM에서는 현재 필요
한 리소스를 필요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테스트를 실행할 수 없으며 나중에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예
성능 테스트를 실행하면 ALM에서 필요한 호스트 및 Vuser의 수가 라이센스/프로젝트 제한
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테스트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VAPI-XP 테스트 인스턴스를 포함한 기능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면 ALM에서 현재 할당된
VAPI-XP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테스트 호스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VAPI-XP 테스트 호스
트가 없으면 테스트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l

데이터 처리: Performance Center 프로젝트로 작업 할 때 테스트 결과 분석, SLA 상태 게시, 추
세 등의 작업은 데이터 프로세서 호스트에서 수행합니다. ALM에서는 현재 작업에 데이터 프로세
서 호스트가 필요한 시간을 예상합니다. 이 작업에 데이터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즉시
자동으로 시간 슬롯이 예약됩니다.

고급 시간 슬롯 예약
테스트 실행에 필요한 테스트 리소스를 알고 있거나 유지 관리에 필요한 호스트를 알고 있는 경우에
는, 지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테스트 리소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간 슬롯에 사용할 리소스를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슬롯 예약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l

l

l

기능 테스트 집합 - 여러 개의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가 포함된 기능 테스트 집합 한 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연속으로 실행됩니다.
성능 테스트 - 성능 테스트 인스턴스 하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빌드 확인 세트 - 여러 개의 기능 테스트 집합을 성능 테스트 인스턴스 하나로 함께 실행하여 빌드
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에 있는 테스
트를 연속적으로 실행한 후 단일 성능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시간 슬롯 예약 유형을 사용
하면 시스템을 HP CDA(Continuous Delivery Automation)와 통합하여 프로비저닝, 배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빌드 확인(63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할 때 특정 호스트나 자동 일치 호스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
트나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는 호스트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ALM에서 예약합니다. 또는 자동 일치 호스트를 요청하여 선택한 조건과 일치하는 속성의
사용 가능한 호스트를 ALM에서 할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랩 모듈에서 테스트 집합에 테스트 인스턴스를 추가하면 ALM에서는 테스트 유형에 따라 테
스트 인스턴스에 자동 일치 호스트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테스트 랩 모듈의 요청된 호스트 탭을 사
용하면 시간 슬롯을 예약하기 전에 테스트 호스트 할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간 슬롯 예약
의 일부로서 할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Controller와 한 개의 로드 생성기를 선택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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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테스트 집합과 유지 관리 시간 슬롯에 대해 하나 이상의 호스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요청한 리소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시간 슬롯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팁: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사용자는 예약한 시간 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여러 가지 조건과 변경 사항이 호스트 할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호스트 편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호스트 할당과 리소스 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할당(655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시간 슬롯
일부 테스트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LM의 시간 슬롯 기능을 사용하면 리소스
가 충분하거나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리소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리소스를 항상 활용하며 리소스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
프로젝트에 할당할 수 있는 호스트가 총 8개이고 프로젝트에 할당된 직원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표준 업무 시간 동안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호
스트 사용량이 최대로, 일반적으로 모든 호스트가 테스트, 데이터 처리, 유지 관리 작업에 예약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 가능한 호스트가 없어서 직원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표준 업무 시간이 아닌 동안에는 호스트 리소스 사용이 거의 없습니
다.
호스트 리소스 사용을 확장하기 위해 직원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여 테스트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사용량 최대 시간을 업무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한두 시간 정도 더 연장할 뿐
입니다.
표준 업무 시간이 아닌 기간에 시간 슬롯을 예약하고 그 시간 슬롯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설정하
면 리소스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간 슬롯 예약 모범 사례
이 섹션에서는 자동 시간 슬롯을 예약할 때 따라야 할 몇 가지 모범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l

l

가능하면 먼저 수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하여 테스트 실행 시간을 파악합니다. 이 정보는 시간 슬롯
길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 성능 테스트의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적용됩니다.
참고: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에 성능 테스트를 추가하면 세트에 포함된 기능 테스트의 실
행을 모두 완료한 후에 성능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n

모든 Vuser가 실행을 중지하면 바로 스케줄러를 중지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 슬롯이 지속되는 동안 실행 후 수행에 사용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
습니다. 테스트 옵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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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시오.
n

실행 직후에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려면 분석 프로세스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이 작업에 사용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n

실행을 마치고 자동 수집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시간 슬롯을 예약할 때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실행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실행을 완료한 직후에 결과를 수집하
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에는 예약된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결과 수집을 완료하기 전
에 시간 슬롯이 끝난 경우에도 수집이 계속됩니다.

n

ALM에서는 시간 슬롯이 끝나기 15분 전에 자동으로 테스트 실행을 중지합니다. 시간 슬롯이
끝나기 5분 전이 되면 아직 모든 Vuser가 실행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ALM에서 실행을 중단
합니다. 테스트가 설계에 따라 올바르게 끝나도록 하려면 테스트 일정에 정의된 것보다 많은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시간 슬롯 예약 연장
테스트 집합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테스
트 집합을 실행할 때 테스트를 완료하는 데 드는 시간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는데, HP ALM에서는 시간
슬롯을 연장하여 테스트 실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간 슬롯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테스트 리소스가 연장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필요한 테스트 리소스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다른 시간 슬롯에 예약되었다면 시간 슬롯을 연장할 수
없으며 테스트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채로 중지됩니다.
연장 방법으로는 기능 및 BVS 테스트용 연장 방법과 성능 테스트용 연장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 및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 예약 연장
기능 테스트 집합과 BVS(빌드 확인 세트)는 시간 슬롯 자동 연장(자동 연장) 옵션을 사용하여 연장합
니다. 자동 연장 옵션을 사용하면, 기능 테스트 집합 또는 BVS가 모든 테스트를 완료하기 전에 시간
슬롯 끝에 도달하는 경우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시간 슬롯을 연장합니다.
자동 연장은 시간 슬롯을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에서 시간 슬롯을 예약할
때 또는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에서 테스트 집합을 실행할 때 자동 연장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676페이지) 및 <엔터티> 실행 대화 상자(6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참고:
l

시간 슬롯은 해당 시간 슬롯이 끝나기 5분 전에 연장됩니다.

l

테스트 집합이 일찍 완료되고 시간 슬롯이 분할된 경우 처음 시간 슬롯에 대한 자동 연장 설

HP ALM (12.00)

653/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7장: 시간 슬롯 예약

정이 분할된 새 시간 슬롯에 복사됩니다.
l

자동 연장 내역은 테스트 집합에 대한 실행 보고서 이벤트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시간(분) 및 연장 가능한 최대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프로젝트 단위로 적
용됩니다. 프로젝트의 자동 연장 설정 구성 방법: 원하는 프로젝트의 랩 관리 > 프로젝트 설정 모듈 >
세부 정보 탭을 엽니다. HP ALM Lab Management Guide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 예약 연장
성능 테스트는 테스트 실행 중 수동으로 연장합니다. 성능 테스트가 완료되기 전에 시간 슬롯 끝에
도달하려고 하면 시간 슬롯을 연장할 길이(분)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성능 테스트의 경우 Vuser가 점차적으로 중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리소스를 아직 사용할
수 있다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시간 슬롯을 15분 연장합니다.

시간 슬롯 예약 수정
열린 시간 슬롯을 수정할 경우, 수정 사항에 따라 시간 슬롯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 슬롯으로 분할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간 슬롯이 분할됩니다.
l

l

l

실행을 중지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예약된 리소스를 유지하도록 한 경우(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
에만 해당)
시간 슬롯이 끝나기 30분 이상 전에 실행이 끝나는 경우("새" 임시 시간 슬롯이 아닌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에 해당)
현재 실행 중인 테스트가 없어 활성 상태가 아닌 채로 열려 있는 시간 슬롯을 수정한 경우
참고: 성능 테스트를 실행하는 동안은 테스트의 테스트 실행 페이지에서만 시간 슬롯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 슬롯 연장, Vuser 추가, 호스트 추가.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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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슬롯 실패 이해
요청한 시간 동안 요청한 리소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시간 슬롯을 성공적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시간 슬롯이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
다.
l

ALM 라이센스 변경(유지 관리 시간 슬롯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l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l

시간 슬롯에 링크된 테스트가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

호스트 간에 충돌이 있는 등의 일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호스트를 재편성하여 상황을 해결하고 시
간 슬롯을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할당(655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테스트 무효화 등의 다른 요소는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팁: 시간 슬롯이 유효하지 않게 되면 시스템에서 전자 메일로 알리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
림에는 실패 원인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 슬롯 알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할당
시간 슬롯을 예약하면 시스템에서 요청한 모든 호스트의 가용성을 계산합니다. 성능 테스트 시간 슬
롯의 경우에는 Vuser의 가용성도 계산합니다. 요청한 호스트를 모두 할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시간
슬롯을 성공적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의 경우에는 요청한 Vuser를 모두 사
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성능 테스트 - Controller 하나 이상과 로드 생성기 한 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시
간 슬롯에 연결한 경우에는 테스트에 정의된 호스트 및 Vuser가 시간 슬롯에 대해 자동으로 요
청됩니다.
호스트는 다음과 같이 할당됩니다.
l

l

테스트 호스트 표에 정의된 특정 호스트는 사용 가능하며 작동 가능한 한 테스트에 할당할 수 있
습니다. 특정 호스트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지 관리에는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일치 호스트는 요청된 속성이 있는 특정 호스트와 일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한
후에 호스트를 할당합니다.
n

랩 관리 및 ALM에서는 프로젝트의 호스트 풀에서 작동하며 사용 가능하고 자동 일치 호스트의
요청한 속성과 일치하는 모든 호스트가 포함된 목록을 작성합니다.

n

시스템에서는 호스트 우선 순위, 호스트가 속한 풀 수, 호스트에 할당된 목적, 호스트 특성을
고려하여 후보 호스트 목록에서 요청한 속성과 가장 잘 일치하는 호스트를 할당합니다. 그런

HP ALM (12.00)

655/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7장: 시간 슬롯 예약

다음 비슷하지만 추가 속성이 있는 다른 호스트를 다른 테스트 실행에 할당할 수 있는 방식으
로 호스트를 할당합니다.
시스템의 여러 조건과 변경 사항이 호스트 할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시스템에서는 시간 슬롯 사이에서 사용 가능한 호스트를 재편성하여 전체적인 리소스 사용을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호스트를 적절하게 편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 슬롯이 부분적으
로 할당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청한 호스트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다른 호스트를 대
신 할당할 수 있게 되면 시간 슬롯이 즉시 다시 유효하게 됩니다.
예
n

할당된 호스트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시스템에서 다른 호스트를 찾아 작동하지 않는 호스트를
교체하려 합니다.

n

버전 사용 프로젝트에서 테스트를 자동 시간 슬롯에 연결하고 시간 슬롯이 시작되기 전에 체크
아웃하여 수정한 다음 다시 체크 인한 경우에는 시간 슬롯에서 업데이트된 리소스의 가용성을
다시 계산합니다.

호스트 할당 방식과 필요할 때 재편성되는 방식의 예를 보려면 호스트 할당 및 재편성 예(656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할당 및 재편성 예
호스트를 시간 슬롯에 할당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보
고 성능 시간 슬롯 사이에 호스트를 할당하는 방법과 사용 가능한 테스트 호스트의 변경이 호스트 할
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십시오. 랩 관리에서는 시간 슬롯 사이에서 사용 가능한 호스트를 재편성
하여 전체적인 리소스 사용을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호스트 풀에 다음 호스트가 속해 있다고 가정합니다.
호스트

속성

Host1

Controller

Host2

Controller + 로드 생성기

Host3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 로드 생성기:
l

Host4

우선 순위 = 1_Lowest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 로드 생성기:
l

l

Citrix - 호스트에서 Citrix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우선 순위 = 9_Highest

John은 오전 7시 정각에 다음 시간 슬롯을 예약합니다.

HP ALM (12.00)

656/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7장: 시간 슬롯 예약

시간 슬롯

예약한 시기

예약된 기간

요청한 리소스, 속성

TS1

07:00

08:00am - 10:00am

1 Controller, 모두
1 로드 생성기, 모두

John이 요청을 제출합니다. 시스템에서 Host1을 Controller로 할당하고 Host2는 다른 시간 슬롯에
로드 생성기 또는 Controller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또한 Host4가 Host2와 Host3 모두보
다 우선 순위가 높으므로 로드 생성기로 할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호스트가 할당됩니다.
요청된 호스트

할당된 테스트

1 Controller, 모두

Host1

1 로드 생성기, 모두

Host4

오전 7시 30분에 Sue가 다음과 같은 시간 슬롯 예약을 제출합니다.
시간 슬롯

예약한 시기

예약된 기간

요청한 리소스, 속성

TS2

07:30

09:00am - 11:00am

1 Controller, 모두

자동 시작

1 로드 생성기, Citrix

Host4가 유일한 Citrix 로드 생성기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John의 시간 슬롯에 다른 로드 생성기를
할당하고 Host4를 대신 Sue의 시간 슬롯에 할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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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시간 슬롯이 재편성됩니다.
l

l

Host3이 John에게 할당되고 Host4가 Sue에게 할당됩니다.
John의 Controller인 Host1은 John에게 계속 할당되어 있습니다. 아직 할당되지 않은
Controller인 Host2가 Sue에게 할당됩니다.

Sue의 요청이 제출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호스트 할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슬롯

요청된 호스트

할당된 테스트

TS1

1 Controller, 모두

Host1

1 로드 생성기, 모두

Host3(Host4에서 바꿈)

1 Controller, 모두

Host2

1 로드 생성기, Citrix

Host4

TS2

참고: 호스트 할당은 "선착순"으로 작동합니다. John이 Host4를 먼저 예약했으므로 시간 슬롯
을 할당할 다른 호스트가 없었다면 Host4는 John에게 계속 할당된 상태를 유지하고 Sue는 시
간 슬롯을 예약하는 데 실패했을 것입니다.
오전 7시 45분에 Peter가 다음 시간 슬롯을 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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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슬롯

예약한 시기

예약된 기간

요청한 리소스, 속성

TS3

07:45

10:00am - 12:00pm

1 Controller, Host2
1 로드 생성기, 모두

Peter는 Controller로 Host2를 요청하고, 로드 생성기로 모든 할당을 허용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다른 시간 슬롯의 타이밍과 요청을 고려하여 호스트 할당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l

Host2를 Peter의 시간 슬롯에 할당하려면 10시에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l

Sue는 모든 Controller 할당을 허용합니다.

l

John의 시간 슬롯은 10시에 끝나며, 그 뒤에는 리소스가 해제됩니다.

모든 시간 슬롯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재편성됩니다.
l

l

l

Sue의 시간 슬롯에서 Host2를 포기하고 대신 Host1을 할당합니다. Host4(Citrix)는 Sue의 시간
슬롯에 남아 있습니다.
Host2는 John의 시간 슬롯에 할당되고, Host3는 John의 시간 슬롯에 할당된 채로 남습니다.
Peter의 시간 슬롯이 시작하는 10시 정각에는 John의 시간 슬롯이 완료되므로 Host2와 Host3
을 Peter의 시간 슬롯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Peter의 요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새로운 호스트 할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슬롯

요청된 호스트

할당된 테스트

TS1

1 Controller, 모두

Host2

1 로드 생성기, 모두

Host3

1 Controller, 모두

Host1

1 로드 생성기, Citrix

Host4

1 Controller, Host2

Host2

1 로드 생성기, 모두

Host3

TS2

T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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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John와 Peter의 시간 슬롯이 겹쳤다면 Host2를 Peter의 시간 슬롯에 포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편성할 수가 없어서 Peter의 시간 슬롯을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7시 55분에 Host2가 작동을 중지했다고 가정합니다. 그 결과 TS1이 Host1으로 돌아가 8시에
시작됩니다. 위 정보에 따르면 TS2와 TS3은 모두 리소스가 부분적으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
하지 않게 됩니다.
그 후 9시 5분에 Host2가 다시 작동합니다. Host2는 TS2에 할당되어 있으므로 TS2가 예정보다 5
분 늦게 시작되지만 지정된 재시도 시간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구성 재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11시에는 Host2를 TS2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TS3는 부분적으로 할당되어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
이 작업은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리소스를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l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테스
트(5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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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품 기능 동영상 -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동영상을 보려면 ALM 주 창에서
도움말 >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시간 슬롯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필수 구성 요소
호스트 풀이 정의되어 프로젝트에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랩 관리에서의 호스트 풀 관리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시간 슬롯이 실행되는 동안 특정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해당 테스트의 인스턴스가 테스트 집합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능 테스트의 경우 호스트 풀의 호스트 중 한 개 이상이 Controller로 지정될 수 있어야 하며, 호
스트, Vuser, 동시 실행 제한이 프로젝트 설정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시간 슬롯 만들기
a.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b. 시간 슬롯 도구 모음에서 새 시간 슬롯

을 클릭합니다.

c. 시간 슬롯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
보는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67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요청된 리소스의 가용성 확인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권장) 가용성 계산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이 요청된 리소스의 가용성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시간 슬롯 상태 탭에 표시되며 리소스 가용성 시간 표시 막대에 그래픽으로 표시됩니
다.
시간 슬롯을 예약할 수 없으면 리소스를 다시 선택할 때 시간 슬롯 상태 탭에 표시된 이유를
고려하십시오. 시간 슬롯을 예약할 수 있으면 제출을 클릭하여 시간 슬롯을 저장할 수 있습니
다.

n

제출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시간 슬롯을 실행하는 동안 시스템이 요청된 리소스의 가용성을
계산합니다. 모든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가 닫히고 시간 슬롯
이 예약되어 시간 슬롯 모듈에 표시됩니다. 시간 슬롯을 예약할 수 없으면 그 이유가 시간 슬
롯 상태 탭에 표시됩니다.

시간 슬롯 예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슬롯 모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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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슬롯 모듈 메뉴 및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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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슬롯 모듈 필드

673

시간 슬롯 모듈 아이콘

675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

676

특정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

686

시간 슬롯 예약: 데이터 처리 대화 상자

687

Controller 선택 대화 상자

690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 선택/호스트 편집 대화 상자

691

특정 로드 생성기/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

692

시간대 옵션 대화 상자

694

시간 슬롯 모듈 창
이 모듈을 사용하여 기능 및 성능 테스트 및 테스트 집합의 실행을 위한 시간 슬롯 또는 유지 관리 작
업 수행을 위한 시간 슬롯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는 일정 보기 및 표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일정 보기
일정 보기로 시간 슬롯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보기는 시간이 중심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예정된 시
간 슬롯을 보고 겹치는 시간 슬롯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보기
시간 슬롯을 수평적인 비계층 구조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하나의 줄은 개별 시간 슬롯을 나
타냅니다. 이 보기는 시간 슬롯을 필터링하거나 여러 시간 슬롯의 세부 정보를 한꺼번에 볼 때 유용
합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중요 정보

HP ALM (12.00)

l

유지 관리 시간 슬롯: 랩 관리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
택합니다.
테스트 시간 슬롯: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
다.
일정 보기와 표 보기는 시간 슬롯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를 표시합니
다. 특정 시간 슬롯에 대한 세부 정보 전체를 보려면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
자에서 해당 시간 슬롯을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n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676페이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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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660페이지)

참고 항목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

기본 시간 슬롯 영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시간 슬롯 모듈
공통 UI 요소>

설명
l

l

l

l

<일정표>

시간 슬롯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시간 슬롯 모듈 메뉴
및 버튼(66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시간 슬롯 필드 - 필드 정의는 시간 슬롯 모듈 필드(673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시간 슬롯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시간 슬롯 모듈 아이콘(675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45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의 예약된 시간 슬롯을 달력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일정 보기의 시간 슬롯은 다음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l

성능 시간 슬롯

l

기능 시간 슬롯

l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

l

유지 관리 시간 슬롯

l

다른 프로젝트에서 예약된 테스트 시간 슬롯

l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Performance Center 프로젝트만 해당)

사용 가능: 일정 보기에만 해당
<날짜 탐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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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표 필터>

각 열 이름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열에 적용된 필터를 표시하며, 필터 상자가
비어 있으면 현재 열에 적용된 필터가 없는 것입니다.
상자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자를 클릭하여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를 여는
찾아보기 버튼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설명 탭

현재 선택된 시간 슬롯을 설명합니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이벤트 로그 탭

현재 선택된 시간 슬롯과 관련된 이벤트 로그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기록 내역 탭

현재 선택된 시간 슬롯에 수행된 변경 사항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호스트 할당 탭

선택된 시간 슬롯에 대한 임시 호스트 할당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
래의 호스트 할당 탭(66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나의 오늘 시간 슬
롯

l

일정 보기: 달력에서 시간 슬롯이 선택된 경우 달력 오른쪽에 있습니다.

l

표 보기: 정보 패널에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에서 오늘로 예약된 열린 시간 슬롯 및 미래의 시간 슬롯을 표
시합니다.
사용 가능: 일정 보기에만 해당

상태 탭

선택된 시간 슬롯의 상태 및 유효성을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요약 탭

달력에서 선택된 시간 슬롯에 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요약 탭(66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달력에서 시간 슬롯이 선택된 경우 일정 보기에서만 사용 가능합
니다.

시간 슬롯 표

프로젝트의 시간 슬롯을 표에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호스트 할당 탭
이 탭에는 선택된 시간 슬롯에 대한 호스트 할당이 표시됩니다. 미래의 시간 슬롯에서는 호스트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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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시 할당입니다.
중요 정보

할당된 호스트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시스템에서 할당된 호스트를
비슷한 속성의 다른 호스트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사용 가능한 호스트가 없
으면 해당 시간 슬롯은 부분 할당된 상태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l

일정 보기: 달력에서 시간 슬롯이 선택된 경우 달력 오른쪽에 있습니다.

l

표 보기: 정보 패널에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요청

요청된 호스트를 요청된 속성과 함께 표시합니다.

실제

시간 슬롯에 할당된 특정 호스트를 표시합니다.
특정 호스트 이름 위치에 다음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l

호스트 할당 안됨 - 요청된 호스트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l

할당(삭제) - 할당된 호스트가 시간 슬롯 시작 시간 이후에 삭제되었습니다.

l

다른 풀에서 - 호스트가 액세스 권한이 없는 다른 프로젝트의 호스트 풀에 속
해 있습니다.

요약 탭
이 탭에는 시간 슬롯 세부 정보에 대한 요약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AUT 환경 구성

시간 슬롯에 할당된 환경 매개 변수의 집합 또는 연결되지 않음으로 표시됩니
다.
링크를 클릭하면 AUT 환경 모듈의 AUT 환경으로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과 연관된 빌드 확인 세트의 이름을 포함하는 링크 또는 연결되지 않
음으로 표시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빌드 확인 모듈의 빌드 확인 세트로 이동합니다.
사용 가능: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에만 해당

만든 사람

시간 슬롯을 만든 사용자입니다.

설명

시간 슬롯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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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기간

시간 슬롯의 기간(분)입니다.
시간 슬롯의 기간을 괄호로 둘러싼 HH:MM 형식으로도 표시합니다.

종료 시간

시간 슬롯의 종료 시간입니다.

호스트

시간 슬롯에 요청된 호스트의 수입니다.

마지막 수정자

시간 슬롯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용자입니다.

유지 관리 상태

유지 관리 시간 슬롯의 상태입니다.
사용 가능: 유지 관리 시간 슬롯만 해당

이름

시간 슬롯의 이름입니다.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에 링크된 성능 테스트의 이름입니다.
사용 가능: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만 해당

실행 후 수행

링크된 성능 테스트에 지정된 실행 후 수행입니다.
사용 가능: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만 해당

우선 순위 수정

시간 슬롯의 우선 순위가 수정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처리 상태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의 상태입니다.
사용 가능: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만 해당

프로젝트

시간 슬롯이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실현된 환경 이
름

CDA에 링크된 후 시간 슬롯의 실제 환경 이름입니다.

실행 ID

시간 슬롯과 관련된 실행 ID를 포함하는 링크입니다.

사용 가능: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에만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테스트 실행 모듈 > 빌드 확인 세트 실행 탭의 실행으로 이동
합니다.
사용 가능: 시간 슬롯에 엔터티가 링크된 경우 모든 테스트 시간 슬롯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실행 현 상태

시간 슬롯에 링크된 엔터티의 실행 현 상태입니다.
사용 가능: 시간 슬롯에 엔터티가 링크된 경우 테스트 시간 슬롯에만 해당

시작

시간 슬롯의 시작 방식입니다.
수동 - 시간 슬롯 예약 시 테스트 리소스만 예약됩니다.
자동 - 링크된 테스트 또는 테스트 집합이 시간 슬롯 시작 시 수동 개입 없이 자
동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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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시작 시간

시간 슬롯의 시작 시간입니다.

테스트 집합

시간 슬롯과 연관된 테스트 집합의 이름입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시간 슬롯만 해당

시간 슬롯 ID

시간 슬롯 ID입니다.

토폴로지 수행

시간 슬롯에 정의된 토폴로지 배포, 프로비저닝 및 디프로비저닝 수행입니다.
예:
종료 시 프로비저닝 및 배포, 디프로비저닝
사용 가능: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에만 해당

유효성

Vuser

시간 슬롯의 유효성:
l

유효 - 시간 슬롯이 유효합니다.

l

Failed - 시간 슬롯이 다음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n

리소스가 예기치 않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n

라이센스 정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n

프로젝트 설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n

테스트 시간 슬롯에서 테스트, 테스트 집합, AUT 환경 구성, 빌드 확인 세
트의 유효성 등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간 슬롯에 요청된 Vuser의 수입니다.
사용 가능: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만 해당

시간 슬롯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시간 슬롯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중요 정보

HP ALM (12.00)

유지 관리 시간 슬롯: 랩 관리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시간 슬롯: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
니다.

시간 슬롯 보기에 따라 일부 메뉴 명령 및 버튼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67/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7장: 시간 슬롯 예약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660페이지)

참고 항목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메뉴

설명

중단 후 리소스 확보

편집 및 <오른쪽 클릭
메뉴>

현재 시간 슬롯을 중단하고 예약된 리소스를 해
제합니다.
테스트 시간 슬롯의 경우 테스트, 테스트 집합 또
는 빌드 확인 세트가 실행 중이라면 실행이 중단
됩니다.
테스트 시간 슬롯의 중단 및 해제 참고 사항:
l

l

즐겨찾기에 추가

즐겨찾기

랩 관리 또는 해당 시간 슬롯이 예약된 프로젝
트에서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테스트, 테스트 집합, 빌드 확인 세트)
가 실행 중인 경우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중단
및 편집 권한이 있어야 하며, 실행 중인 테스
트가 없으면 편집 권한만으로 이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공용 폴더에 즐겨찾기 보기를 추가할
수 있는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
한 내용은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114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일정 보기

HP ALM (12.00)

보기

선택된 경우 시간 슬롯이 일정 보기에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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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제공된 필터

None

시간 슬롯을 다음과 같이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l

l

l

l

l

액세스 가능한 모든 프로젝트 - 자신의 모든
프로젝트의 모든 시간 슬롯을 표시합니다.
내 항목(이 프로젝트) - 이 프로젝트에서 만든
모든 시간 슬롯을 표시합니다.
내 실패 항목(이 프로젝트) - 이 프로젝트에서
만든 모든 실패한 시간 슬롯을 표시합니다.
내 항목(모든 프로젝트) - 자신의 모든 프로젝
트에서 만든 모든 시간 슬롯을 표시합니다.
내 실패 항목(모든 프로젝트) - 자신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만든 모든 실패한 시간 슬롯을
표시합니다.

URL 복사

시간 슬롯 및 <오른쪽
클릭 메뉴>

선택한 시간 슬롯을 복사합니다. 시간 슬롯 자체
는 복사되지 않지만 대신 전자 메일 또는 문서와
같은 다른 위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ALM이 열리고 시간 슬롯 파일
또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아직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면 ALM에서 먼저 로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
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복사/붙여넣기

편집 및 <오른쪽 클릭
메뉴>

동일한 프로젝트 내에서 선택한 시간 슬롯을 복
사합니다.

편집 및 <오른쪽 클릭
메뉴>

선택한 시간 슬롯을 삭제합니다.

삭제

참고: 현재 프로젝트에서 미래의 시간 슬롯 예약
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참고 사항: 랩 관리에서도 미래의 테스트
시간 슬롯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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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내보내기

시간 슬롯 및 <오른쪽
클릭 메뉴>

표 데이터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표의 리소
스를 텍스트 파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Microsoft Word 문서 또는 HTML 문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l

모두 내보내기 - 표의 모든 리소스를 내보냅
니다.
선택한 항목 내보내기 - 표에서 선택한 리소
스를 내보냅니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보기
찾기

모듈의 시간 슬롯을 검색할 수 있는 찾기 대화 상
자를 엽니다. 검색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
기 대화 상자(8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시간 슬롯으로 이동

시간 슬롯

일정/표 보기의 시간

오른쪽 클릭 메뉴

특정 시간 슬롯을 ID로 찾을 수 있는 시간 슬롯으
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엽니다.

l

슬롯으로 이동
l

일정 보기: 표 보기에서 선택한 시간 슬롯으로
이동합니다.
표 보기: 일정 보기에서 선택한 시간 슬롯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도구 모음 버튼은 일정 보기에서만 사용 가
능합니다.
표 필터

보기 및 <오른쪽 클릭
메뉴>

데이터를 필터 상자의 항목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
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표 보기

보기

선택된 경우 시간 슬롯이 표 보기에 표시됩니다.

정보 패널

보기 및 <오른쪽 클릭
메뉴>

모듈의 하단 영역에 정보 패널을 표시하거나 숨
깁니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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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시간 슬롯 및 <오른쪽
클릭 메뉴>

새 시간 슬롯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새 시간 슬롯

즐겨찾기 구성

즐겨찾기

즐겨찾기 보기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즐
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115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사용 가능: 오른쪽 클릭 메뉴는 일정 보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개인

즐겨찾기

즐겨찾기 보기를 만든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
는 즐겨찾기 보기를 나열합니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공용

즐겨찾기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즐겨찾기 보기
를 나열합니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보기

표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보기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
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모두 새로 고침
열 선택

시간 슬롯 모듈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모듈 필드(67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표 보기만 해당
전자 메일로 보내기

필터/정렬 설정

시간 슬롯 및 <오른쪽
클릭 메뉴>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서 선
택한 받는 사람 또는 해당 시간 슬롯을 예약한 사
용자에게 시간 슬롯 세부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
(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기

시간 슬롯을 필터링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 아래에 현재 적용된 필터 또는 정렬 순서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일정 보기에서는 시간 슬롯을 필터링할 수
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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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시간 슬롯 세부 정보
표시

보기

선택한 시간 슬롯의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요약
및 호스트 할당 탭(일정 표의 오른쪽에 있음)을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일정 보기에만 해당

시간대 옵션

도구

시간 슬롯 일정 보기에 추가 시간대를 표시할 수
있는 시간대 옵션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
용은 시간대 옵션 대화 상자(694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사용 가능: 일정 보기에만 해당

시간 슬롯 세부 정보

시간 슬롯 및 <오른쪽
클릭 메뉴>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시간 슬
롯의 세부 정보를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676페이지)

l

HP ALM Lab Management Guide

참고: 경우에 따라 시간 슬롯을 볼 수만 있고 수정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
슬롯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일정에 오늘만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일정 보기에만 해당
날짜 선택기에 선택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일정 보기에만 해당
날짜 선택기에 선택한 날짜 주위의 주 5일 근무일
을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일정 보기에만 해당
날짜 선택기에 선택한 날짜 주위의 전체 주간을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일정 보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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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슬롯 모듈 필드
이 섹션에서는 시간 슬롯 모듈의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추가로 요청된 Vuser

링크된 성능 테스트에 정의된 Vuser 외에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에 요청
된 Vuser 수입니다.

자동 연장

테스트가 완료되기 전에 시간 슬롯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연장할지 여부
를 나타냅니다.

자동 시작 사용

Y는 시간 슬롯이 시작되면 링크된 엔터티가 실행되기 시작함을 나타냅니
다. 시간 슬롯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설정하여 자동 시작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참고: 유지 관리 시간 슬롯의 경우 이 필드가 비어 있습니다.

빌드 확인 세트 ID

시간 슬롯에 링크된 빌드 확인 세트의 ID입니다.

빌드 확인 세트 이름

시간 슬롯에 링크된 빌드 확인 세트의 이름입니다.

VUD 사용

Y는 시간 슬롯이 VUD 라이센스에서 Vuser를 사용할 예정이거나 사용했
음을 나타냅니다.

만든 날짜

시간 슬롯이 예약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만든 사람

시간 슬롯을 예약한 사용자입니다.

설명

시간 슬롯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간(분)

시간 슬롯의 기간(분)입니다.
참고: 이 필드는 기간을 괄호로 둘러싼 HH:MM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종료 시간

시간 슬롯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종료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활성 여부

Y는 해당 시간 슬롯 범위에서 현재 활성 작업이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예:
l

성능 테스트가 실행 중입니다.

l

호스트를 다시 부팅하는 중입니다.

참고: 활성 시간 슬롯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수정한 날짜

시간 슬롯 세부 정보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수정한 사람

시간 슬롯 세부 정보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용자입니다.

이름

시간 슬롯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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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실행 후 수행

테스트 실행 완료 후 수행한 작업입니다.

프로젝트 이름

시간 슬롯이 속한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요청된 호스트

시간 슬롯에 요청된 호스트의 수입니다.

실행 ID

시간 슬롯 컨텍스트에서 만들어진 실행의 ID입니다.

서버 종료 시간

서버의 시간대에서 시간 슬롯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종료된 날짜 및 시간
입니다.

서버 시작 시간

서버의 시간대에서 시간 슬롯이 시작될 예정이거나 시작된 날짜 및 시간
입니다.

시작 시간

시간 슬롯이 시작될 예정이거나 시작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현 상태

시간 슬롯의 상태입니다.
테스트 시간 슬롯 상태:
l

l

l

None - 시간 슬롯에 링크된 엔터티가 없습니다.
시작되지 않음 - 시간 슬롯에 링크된 엔터티가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실행 현 상태> - 실행 및 실행 후 상태입니다.

유지 관리 및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 상태:
l

활성 - 시간 슬롯 기간 중 작업이 실행 중입니다.

l

비활성 - 시간 슬롯 기간 중 실행 중인 작업이 없습니다.

테스트 ID

시간 슬롯에 링크된 테스트의 ID입니다.

테스트 인스턴스 ID

시간 슬롯에 링크된 테스트 인스턴스의 ID입니다.

테스트 이름

시간 슬롯에 링크된 테스트의 이름입니다.
참고: 시간 슬롯에 링크된 테스트가 삭제되면 해당 시간 슬롯에 영향이 있
습니다.

테스트 집합 ID

시간 슬롯에 링크된 테스트 집합의 ID입니다.

테스트 집합 이름

시간 슬롯에 링크된 테스트 집합의 이름입니다.

테스트 유효성

링크된 테스트 집합이 유효한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테스트 유효성

시간 슬롯에 링크된 테스트의 유효성을 나타냅니다.

시간 슬롯 ID

시간 슬롯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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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시간 슬롯 유형

시간 슬롯의 유형에는 성능 테스트, 유지 관리, 데이터 처리가 있습니다.

시간 슬롯 유효성

리소스 할당에 기초한 시간 슬롯의 유효성입니다.
l

l

Y - 시간 슬롯이 유효하며, 모든 리소스가 요청대로 할당되었음을 나
타냅니다.
N - 유효한 시간 슬롯이 라이센스, 리소스 또는 테스트 유효성 검사 문
제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태의 시간
슬롯을 부분 할당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실패
이해(65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총 Vuser

시간 슬롯에 예약된 총 Vuser 수입니다.

테스트의 Vuser

링크된 성능 테스트에 정의된 Vuser의 수입니다.

시간 슬롯 모듈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시간 슬롯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참고 항목

유지 관리 시간 슬롯: 랩 관리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시간 슬롯: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
니다.

시간 슬롯 모듈 창(662페이지)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유효한 시간 슬롯을 나타냅니다.
부분적으로 할당된(유효하지 않은) 시간 슬롯을 나타냅니다.
활성 시간 슬롯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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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고 예약된 테스트 시간 슬롯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l

새 테스트 시간 슬롯 예약: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n

시간 슬롯 도구 모음에서 새 시간 슬롯 버튼을 클릭합니다.

n

일정 보기만 해당: 일정에서 아무 곳이나 두 번 클릭하거나 대상 시간
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기존 시간 슬롯 예약:
랩 관리에서: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ALM에서: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중요 정보

l

l

l

n

표 보기: 테스트 시간 슬롯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시간
슬롯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n

일정 보기만 해당: 테스트 시간 슬롯(파란색, 주황색 또는 녹색)을 마
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시간 슬롯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거나 봅니다.
유지 관리 시간 슬롯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데이터 처
리 대화 상자(68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660페이지)

참고 항목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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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실행

예약할 시간 슬롯 유형 선택:
l

l

l

시작

성능 테스트 - 단일 성능 테스트 인스턴스를 실행하기 위한 리소
스를 예약합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 - 전체 기능 테스트 집합을 실행하기 위한 리소
스를 예약합니다.
빌드 확인 세트 - 단일 성능 테스트와 함께 빌드 확인 모듈에 정의
된 기능 테스트 집합 모음을 실행하기 위한 리소스를 예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빌드 확인(63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테스트 또는 테스트 집합 실행 방법 선택:
l

l

수동 - 시간 슬롯 예약 시 테스트 리소스만 예약되며, 링크된 테스
트 또는 테스트 집합은 테스트 랩 모듈에서 수동으로 실행합니다.
수동 테스트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개요(516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 링크된 테스트 또는 테스트 집합이 시간 슬롯 시작 시 수동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테스트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설정하면 시간 슬롯에 대한 자동 시작이 사용됩니다.
참고: 자동 시작 다시 시도 설정을 지정하려면 HP ALM Lab
Management Guide에 있는 "Timeslot Settings Page"를 참
조하십시오.

버전 제어: 시간 슬롯 시작 시 테스트를 체크 아웃했더라도 항상 테스
트의 마지막 체크 인 버전이 실행됩니다. 버전 사용 프로젝트에서 자
동 시작이 예약된 테스트가 체크 아웃된 스크립트를 포함하는 경우
자동 시작이 실패합니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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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테스트 인스턴스 선택

성능 테스트를 시간 슬롯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링크된 테스트가 없으며 선택 사항이 없음으로 표시됩니
다.
테스트를 시간 슬롯에 반드시 링크할 필요는 없지만 테스트를 링크하
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자동 시간 슬롯(65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성능 테스트를 시간 슬롯에 링크하려면 테스트 인스턴스가 테스트 집
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테스트를 링크하려면 없음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랩 트리가 표시된 창이 열립니다. 링크할 성능 테스트로 이동
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성능 테스트 설계자에서 링크된 테스트를 변경하는 경우
시간 슬롯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테스트를 수동으로 다시
링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링크된 테스트를 변경하면 시간 슬롯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버전 제어: 체크 아웃된 테스트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만 해당

테스트 집합 선택

기능 테스트 집합을 시간 슬롯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링크된 테스트 집합이 없으므로 선택이 없음으로 표시됩
니다.
테스트 집합을 시간 슬롯에 반드시 링크할 필요는 없지만 테스트 집
합을 링크하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테스트 집합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 시간 슬롯(652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테스트 집합을 선택하려면 없음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랩 트리가 표
시된 창이 열립니다. 시간 슬롯에 링크할 기능 테스트 집합으로 이동
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링크된 테스트 집합을 변경할 경우 자동으로 시간 슬롯이
업데이트되므로 수동으로 테스트 집합을 다시 링크할 필요는 없
습니다. 하지만 링크된 테스트 집합을 변경하면 시간 슬롯의 유
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기능 테스트 집합 시간 슬롯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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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빌드 확인 세트 선택

빌드 확인 세트를 시간 슬롯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링크된 세트가 없으므로 선택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세트를 시간 슬롯에 반드시 링크할 필요는 없지만 세트를 링크하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 시간 슬롯(65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를 링크하려면 없음을 클릭합니다. 빌드 확인 트리가
표시된 창이 열립니다. 링크할 빌드 확인 세트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링크된 빌드 확인 세트를 변경할 경우 자동으로 시간 슬롯
이 업데이트되므로 수동으로 세트를 다시 링크할 필요는 없습니
다. 하지만 빌드 확인 세트를 변경하면 시간 슬롯의 유효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전 제어: 체크 아웃된 테스트를 포함하는 빌드 확인 세트는 링크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에만 해당

테스트

시간 슬롯에 링크된 성능 테스트의 이름 및 상태를 표시합니다.
시간 슬롯에 다른 테스트를 링크하려면 테스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랩 트리가 표시된 창이 열립니다. 링크할 성능 테스트로 이동
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테스트의 링크를 끊으려면 지우기를 클
릭합니다.
시간 슬롯에 성능 테스트를 링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의 테스트 인스턴스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성능 테스트가 시간 슬롯에 링크된 경우에 한 해 성능 테스
트 시간 슬롯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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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Vuser

링크된 테스트에 정의된 Vuser/VUD의 수를 표시합니다.
Vuser 대신 VUD를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Vuser/VUD를 클릭하고 선택 사항을 변경합니다.
다른 Vuser/VUD를 추가하려면 항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참고: 요청된 시간 슬롯 및 기타 시간 슬롯에 예약된 모든
Vuser/VUD의 합계는 프로젝트 설정(랩 설정 > 프로젝트 설정)
에 지정된 한도 및 라이센스에 지정된 Vuser/VUD 수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합니다.
VU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
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성능 테스트가 시간 슬롯에 링크된 경우에 한 해 성능 테스
트 시간 슬롯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실행 후

성능 테스트 실행이 완료되면 수행할 작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l

수집 - 실행이 완료되면 모든 로드 생성기에서 실행 결과를 수집
합니다.
참고: 실행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액세스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면 테스트 실행이 완료되는 즉시 결과가 수집되도록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l

l

수집 및 분석 - 실행이 완료되면 실행 결과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결과 파일의 크기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슬롯이
없는 경우에는 수집 옵션을 대신 선택하고 데이터 프로세서를 사
용할 수 있게 되면 지연 분석을 실행합니다. 결과 탭에서 지연 분석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 탭 세부 정보는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결과 수집 안 함 - 성능 테스트가 끝나면 즉시 컴퓨터를 비웁니다.
실행을 마치면 실행 결과가 로드 생성기에 남아 있습니다. 결과 탭
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수집 - 선택 항목을 변경하려면 수집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 성능 테스트가 시간 슬롯에 링크된 경우에 한 해 성능 테스
트 시간 슬롯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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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테스트 집합

시간 슬롯에 링크된 기능 테스트 집합의 이름 및 상태를 표시합니다.
시간 슬롯에 다른 테스트 집합을 링크하려면 테스트 집합 이름을 클
릭합니다. 테스트 랩 트리가 표시된 창이 열립니다. 링크할 테스트 집
합으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집합의 링크를 끊으
려면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시간 슬롯에 테스트 집합을 링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의 테스트 집합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기능 테스트 집합 시간 슬롯만 해당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에 링크된 빌드 확인 세트의 이름 및 상태를 표시합니다.
시간 슬롯에 다른 세트를 링크하려면 세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빌드
확인 세트 트리가 표시된 창이 열립니다. 링크할 세트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세트의 링크를 끊으려면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시간 슬롯에 세트를 링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빌드
확인 세트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에 세트가 링크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AUT 환경 구성

시간 슬롯의 AUT 환경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된 구성이 없으므로 선택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AUT 환경 구성을 링크하려면 [없음] 링크를 클릭합니다. AUT 환경
트리가 표시된 창이 열립니다. 추가할 AUT 환경 구성으로 이동한 다
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AUT 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엔터티가 링크된 모든 시간 슬롯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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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시스템이 HP CDA(Continuous Delivery Automation)와 통합된 경
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테스트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 수행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AUT 환경 구성과 CDA 간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제공하는 배포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비저닝 및 배포 - 테스트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할 컴퓨
터를 할당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미지
를 준비합니다. 즉,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필요한 모든 소
프트웨어가 CDA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프로비저닝
에 이어 테스트 중인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설치됩니다.

l

다시 배포 - 테스트 환경에서 이미 프로비저닝된 컴퓨터에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실행합니다.

l

배포된 환경 사용 - 기존 설치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l

옵션을 선택하면 환경 이름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환경 이름을
클릭하여 선택을 변경합니다.
참고:
l

l

디프로비저닝 중

선택할 옵션을 결정할 때에는 프로비저닝 및 배포 수행 시 시
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일상적인 테스트라
면 배포본 사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에 배포할 환경과 사용 가능한 환경을 예약할 수 있습니
다. 빌드 확인 세트 또는 테스트 집합이 하루 종일 실행되도록
예약하고 사용할 환경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HP CDA(Continuous Delivery Automation)와 통합된 경
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환경이 배포된 후에 수행할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UT 환경 구성과 CDA 간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T
환경 사용 방법(34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제공하는 디프로비저닝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HP ALM (12.00)

환경을 배포된 상태로 두기 - AUT 환경을 배포된 상태로 무기한
으로 둡니다. 배포된 환경은 나중에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 프로비저닝 해제 - 테스트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환경이
배포 취소되고 컴퓨터는 프로비저닝 해제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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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슬롯의 기간(시간 및 분)입니다.
제안 기간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안 기간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 기간 대화 상자(6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시간 슬롯은 최소 15분에서 최대 480시간(20일)으로 예
약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간

시간 슬롯이 시작되는 날짜와 시간(시간 및 분)입니다.

종료 시간

시간 슬롯이 종료되는 날짜와 시간(시간 및 분)입니다.

시간 슬롯 자동 연장

활성화되면 시간 슬롯이 끝나가도 테스트가 아직 실행 중인 경우 테
스트 시간 슬롯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시간 슬롯이 성공적으로 연
장되기 위해서는 연장된 시간 슬롯 기간에 필요한 테스트 리소스가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연장
(65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기능 테스트 집합 및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에 대한 특정 속성을 갖는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
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 선택/호스트 편집 대화 상
자(69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은 로드 생성기(자동 일치 또는 특
정)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하며, 기능 테스트 집합 또는 빌
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은 호스트(자동 일치 또는 특정)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새 테스트 시간 슬롯, 열린 테스트 시간 슬롯, 미래의 테스
트 시간 슬롯
시간 슬롯에 대한 특정 로드 생성기/호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 호
스트 선택 대화 상자 또는 특정 로드 생성기/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686페이지) 및 특
정 로드 생성기/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6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은 로드 생성기(자동 일치 또는 특
정)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하며, 기능 테스트 집합 또는 빌
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은 호스트(자동 일치 또는 특정)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새 테스트 시간 슬롯, 열린 테스트 시간 슬롯, 미래의 테스
트 시간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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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선택한 호스트 요청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제거 - 선택한 로드 생성기/호스트를 제거합니다.
참고: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 선택한 Controller를 변경할 수 있
지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 시간을 지금으로 설정 - 리소스 가용성 차트에서 현재 시간을 선
택합니다.
참고: 시작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설정된 시간 슬롯이 예약을 제
출하자마자 바로 열립니다.
선택된 시간 슬롯에 요청된 리소스의 가용성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리소스 가용성 차트에 그림으로 표시되며, 시간 슬롯 상태 탭에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 바>

대화 상자 위쪽에 있습니다. 시간 슬롯에 대한 메시지와 경고를 표시
합니다.
사용 가능: 기존 시간 슬롯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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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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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리소스 가용성 시간 표시
막대>

요청된 리소스의 가용성을 시간 표시 막대에 표시합니다.
l

가용성이 계산되지 않음 - 새 시간 슬롯에 요청된 리소스의 가용
성을 계산하기 전 또는 시간 슬롯을 수정할 때 시간 표시 막대에 표
시됩니다.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l

l

l

l

시작 시간 - 요청한 리소스가 사용 가능한 경우, 시간 슬롯에
사용 가능한 시작 시간을 나타냅니다.
리소스 부족 - 시간 표시 막대에 표시된 시작 시간에 일부 요청
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알 수 없음 - 시간 슬롯에 요청된 리소스의 가용성을 계산하기
전에 표시됩니다.
라이센스/프로젝트 제한 - 시간 표시 막대에 표시된 시작 시간
에는 라이센스 또는 프로젝트 제한 문제를 표시합니다.
예 - 요청된 호스트가 라이센스 제한에서 사용 가능한 수보다 많
은 경우

l

사용할 수 없는 리소스 - 시간 표시 막대에 표시된 시작 시간
에 요청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ID

시간 슬롯의 ID입니다.

요청된 호스트 표

시간 슬롯에 요청된 리소스를 표시합니다.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 일치 Controller가 선
택됩니다. 특정 Controller를 찾아 선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된 엔터티 생성의 일부로 정의된 리소스(예: 테스트 랩
모듈의 요청된 호스트 탭에 있는 기능 테스트 집합에 요청된 리
소스)는 자동으로 표에 표시됩니다. 이와 같은 미리 선택된 리소
스는 별표로 표시됩니다.

시간 슬롯 상태 탭

시간 슬롯의 예약 상태를 표시합니다.
시간 슬롯 실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실패 이해(65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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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설명 탭

현재 선택된 시간 슬롯을 설명합니다.
팁: 이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텍스트 서식 지
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추가 세부 정보 탭

해당 시간 슬롯과 관련된 추가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기존 시간 슬롯만 해당

이벤트 로그 탭

해당 시간 슬롯과 관련된 이벤트 로그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기존 시간 슬롯만 해당

특정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시간 슬롯을 위한 특정 호스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2. 도구 모음에서 새 시간 슬롯
3. 요청된 호스트 표 위에 있는

관련 작업

HP ALM Lab Management Guide

참고 항목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모두 새로 고침 - 선택한 필터를 기준으로 최신 호스트 목록이 표시되도록 표를
새로 고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호스트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
십시오.
필터/정렬 - 표에 있는 호스트를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 아
래에 현재 적용된 필터 또는 정렬 순서가 표시됩니다. 필터링 옵션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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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보기 메뉴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표>

l

표 필터 표시/숨기기

l

선택한 호스트를 표시하는 요약 패널 표시/숨기기

l

표 필터/정렬

l

표 새로 고침

l

표에 표시할 열 선택

예약에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를 표시합니다.
팁: 여러 호스트를 선택하려면 키보드에서 C TRL 버튼을 누른 채 목록의 호스트
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창

표에서 선택한 호스트를 표시합니다.

시간 슬롯 예약: 데이터 처리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열려 있거나 지나간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랩 관리에서: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ALM에서: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중요 정보

l

l

l

l

HP ALM (12.00)

표 보기: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 유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시간 슬롯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일정 보기만 해당: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연보라색)을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하고 시간 슬롯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현재 또는 이전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에 대한 세부 정
보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간 슬롯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예약 대화 상자(676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유지 관리 시간 슬롯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은 성능 테스트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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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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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실행

시간 슬롯이 데이터 처리 유형임을 나타냅니다.
참고: 이 필드는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선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작

데이터 처리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됨을 나타냅니다.
참고: 이 필드는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선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름

시간 슬롯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가까운 데이터 처리 작업에 따라 시간 슬
롯에 지정된 이름입니다.

기간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의 기간(시간 및 분)입니다.
참고: 데이터 처리 시간 슬롯의 기간은 가까운 처리 작업에 따라 시스템
내부에서 결정됩니다.

시작 시간

시간 슬롯이 시작된 날짜와 시간(시간 및 분)입니다.

종료 시간

시간 슬롯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인 날짜와 시간(시간 및 분)입니다.

<메시지 바>

대화 상자 위쪽에 있습니다. 시간 슬롯에 대한 메시지와 경고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기존 시간 슬롯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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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리소스 가용성
시간 표시 막대>

요청된 리소스의 가용성을 시간 표시 막대에 표시합니다.
l

l

l

l

l

l

요청된 호스트 표

가용성이 계산되지 않음 - 새 시간 슬롯에 요청된 리소스의 가용성을 계산
하기 전 또는 시간 슬롯을 수정할 때 시간 표시 막대에 표시됩니다.
시작 시간 - 요청한 리소스가 사용 가능한 경우, 시간 슬롯에 대해 권
장되는 시작 시간을 나타냅니다.
리소스 부족 - 시간 표시 막대에 표시된 시작 시간에 일부 요청한 리소
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라이센스/프로젝트 제한 - 시간 표시 막대에 표시된 시작 시간에는 라
이센스 또는 프로젝트 제한 문제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요청된 호스트
가 라이센스 제한에서 사용 가능한 수보다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알 수 없음 - 시간 슬롯에 요청된 리소스의 가용성을 계산하기 전에 표
시됩니다.
사용할 수 없는 리소스 - 시간 표시 막대에 표시된 시작 시간에 요청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시간 슬롯에 예약된 데이터 프로세서 호스트를 표시합니다.
참고: 데이터 프로세서 호스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시간 슬롯 상태 탭

시간 슬롯의 예약 상태를 표시합니다.
시간 슬롯 실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슬롯 실패 이해(655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설명 탭

현재 선택된 시간 슬롯을 설명합니다.
팁: 이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
춤법 검사 메뉴가 표시됩니다.

추가 세부 정보 탭

해당 시간 슬롯과 관련된 추가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기존 시간 슬롯만 해당

이벤트 로그 탭

해당 시간 슬롯과 관련된 이벤트 로그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기존 시간 슬롯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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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에 대한 Controlle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2. 도구 모음에서 새 시간 슬롯

을 클릭합니다.

3. 대화 상자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실행 > Performance Test를 선택합니
다.
4. 요청된 호스트 표에서 Controller의 속성 열을 클릭한 다음 표시되는 회색
상자를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용도가 여러 개(C+LG+DP)인 Controller 호스트를 선택한 경우, 런타임 중 성
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호스트를 Controller 기능으로만 할당하고, 다른
기능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화 상자는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660페이지)

참고 항목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모두 새로 고침 - 표를 새로 고침하여 선택한 필터에 기반한 최신 Controller
호스트 목록을 표시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호스트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
하십시오.
필터/정렬 - 표에서 Controller 호스트를 필터링 및 정렬합니다. 도구 모음 아
래에 현재 적용된 필터 또는 정렬 순서가 표시됩니다. 필터링 옵션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표>

특정 Controller 호스트를 모두 나열합니다.
참고: 특정이 선택된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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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시간 슬롯에 대한
Controller 선택

설명
l

l

C + LG로 예약

자동 일치 - 시스템에서 해당 시간 슬롯에 사용 가능한 Controller를 할당
하도록 합니다.
특정 - 시간 슬롯에 대한 특정 Controller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호스트가 Controller와 로드 생성기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
다.
참고: 권장되지 않는 옵션입니다. Controller 호스트는 Controller 기능 전
용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해당 호스트에서 Vuser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
습니다.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 선택/호스트 편집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에 대한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를 선택하거나 기능 테스트 집
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에 대한 자동 일치 호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2. 도구 모음에서 새 시간 슬롯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요청된 호스트 표에서 자동 일치 LG 추가(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용) 또는 자
동 일치 호스트 추가(기능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용)를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의 속성과 일치하는 특정 로드 생성기/호스트가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 위치에 할당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660페이지)

참고 항목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

HP ALM (12.00)

69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7장: 시간 슬롯 예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로드 생성기/호스
트 <xx>개 예약...

시간 슬롯에 대해 예약할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의 수입니다.
참고: 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 시간 슬롯에 예약된 전체 호스트 수
(Controller + 로드 생성기)는 프로젝트 설정에 정의된 Performance
Center 프로젝트의 호스트 및 호스트 풀 제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팁: 속성이 동일한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를 여러 개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l

<로드 생성기/호스
트 속성>

<xx>개 예약 상자에 1을 입력하고 해당 속성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에 대해서도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예
를 들어, 이 작업을 다섯 번 수행하고 나면 요청된 호스트 표에 동일
한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가 다섯 개 표시됩니다.
<xx>개 예약 상자에 동일한 속성으로 선택할 자동 일치 로드 생성
기/호스트의 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5를 입력하면 요청된 호스
트 표에 다섯 개의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를 나타내는 하나의
항목이 표시됩니다.

요청된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에 대한 속성을 지정합니다.
l

용도 - 호스트의 용도로서, 시간 슬롯에 링크된 테스트 유형에 따라 다릅
니다.
사용 가능: 호스트 편집 대화 상자

l

위치 - 로드 생성기/호스트의 위치입니다. 특정 위치를 찾으려면 찾기 상
자에 값을 입력하고

l

을 클릭합니다.

호스트 특성 - 로드 생성기/호스트의 특성입니다.
특성 목록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속성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 가능한 로드 생성기/호스트가 할
당됩니다.

특정 로드 생성기/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에 특정 로드 생성기/호스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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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랩 리소스 아래에서 시간 슬롯을 선택합니다.
2. 도구 모음에서 새 시간 슬롯

을 클릭합니다.

3. 요청된 호스트 표에서 특정 LG 추가(성능 테스트 시간 슬롯용) 또는 특정
호스트 추가(기능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시간 슬롯용)를 클릭
합니다.
중요 정보

l

l

특정 로드 생성기/호스트가 예기치 않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시간 슬롯
이 부분적으로 할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방식보다는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를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호스트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일치 로드 생성기 선택/호스트 편집 대화
상자(69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대화 상자는 테스트 시간 슬롯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테스트 시간 슬롯을 예약하는 방법(660페이지)

참고 항목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모두 새로 고침 - 표를 새로 고침하여 선택한 필터에 기반한 최신 로드 생성기/
호스트 목록을 표시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필터/정렬 - 표에서 로드 생성기/호스트를 필터링 및 정렬합니다. 도구 모음 아
래에 현재 적용된 필터 또는 정렬 순서가 표시됩니다. 필터링 옵션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기 메뉴

HP ALM (12.00)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표 필터 표시/숨기기

l

선택한 로드 생성기를 표시하는 요약 패널 표시/숨기기

l

표 필터/정렬

l

표 새로 고침

l

표에 표시할 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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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특정 로드 생
성기 표>

해당 예약에 사용 가능한 특정 로드 생성기/호스트를 표시합니다.
팁: 여러 호스트를 선택하려면 키보드의 C TRL 버튼을 누른 상태로 목록에
서 로드 생성기를 여러 개 선택합니다.

선택한 창

표에서 선택된 로드 생성기/호스트를 표시합니다.

시간대 옵션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시간 슬롯 모듈 일정 보기에 추가 시간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시간 슬롯 모듈의 일정 보기에서 도구 > 시간대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일정 보기에만 해당

중요 정보

ALM 서버 또는 다른 사용자와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경우 추가 시간대를 표시
하면 유용합니다.
일정에 표시되는 기본 시간은 로컬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
니다.

참고 항목

시간 슬롯 예약 개요(65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추가 시간대 표시

선택된 경우 일정 보기에 표시할 추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 레이블

일정 보기에서 추가 시간대를 표시할 레이블입니다.
사용 가능: 추가 시간대 표시가 선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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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실행 개요

698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

698

테스트 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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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실행 개요
테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의 테스트 실행 모듈에서 결
과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 모듈에는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 테스트 집합 실행,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의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M 버전: 테스트 집합 실행 및 빌드 확인 세트 실행 탭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탭에서는 테스트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l

l

수동 테스트 결과는 테스트의 전체적인 통과/실패 상태와 테스트 실행 각 단계의 통과/실패 상태
로 구성됩니다.
자동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결과는 테스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결함이 검색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는 예상 결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수동 및 자동 테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테스트 실행에 대한 일반 정보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
트 실행 세부 정보를 보고, 최근 실행 결과와 이전 실행 결과를 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관리하고, 테스
트 실행 구성 정보를 보거나 편집하고, 링크된 결함을 관리하고, 테스트 실행 변경 기록을 볼 수 있습
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실행 결과를 표에 표시한 후 보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실행만 표시하도록 표를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실행 및 빌드 확인 세트 실행 탭에서는 기능 테스트 집합과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의 결과
를 볼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 집합이나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을 중지하거나 특정 기능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행 보고서 및 그래프를 생성하여 프로젝트의 테스트 집합 진행이나 전체적인 테
스트 실행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
이 작업에서는 테스트 실행 결과를 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
트 실행 개요(69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51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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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에 대한 결과 보기(699페이지)

l

기능 테스트 집합 실행에 대한 결과 보기(699페이지)

l

빌드 확인 세트 실행에 대한 결과 보기(700페이지)

l

링크된 결함 관리(700페이지)

l

테스트 실행 제거 - 선택 사항(701페이지)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에 대한 결과 보기
테스트를 실행한 후에 실행 결과를 분석하여 성공한 단계와 실패한 테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실행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실행 탭으로 이동합니다.
테스트 실행 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모듈 창(70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조건을 충족하는 실행만 표시하도록 표를 필터링하고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표시하도
록 필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n

현재 실행 중인 테스트

n

실패한 실행

n

이번 달에 실행된 실행

데이터 필터링과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테스트 실행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를 클릭하여 자세한 실행 결과를 표시합니다.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7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테스트 집합 실행에 대한 결과 보기
ALM 버전: 테스트 집합 실행 탭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
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
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테스트 집합을 실행한 후에 테스트 집합 결과를 분석하여 테스트 집합에서 실패한 테스트와 실패의
원인이 된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실행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집합 실행 탭으로 이동합
니다. 테스트 집합 실행 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모듈 창
(70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테스트 집합 실행의 실행 보고서를 보려면 실행을 선택하고 보고서 표시를 클릭합니다. 실행된
실행의 소프트 복사본을 보려면 실행을 선택하고 실행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테스트 랩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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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행 표 탭에서 마지막 실행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테스트 집합 실행의 실행 보고서를 볼 수
도 있습니다.
실행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행 보고서 페이지(6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모듈 창(701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 실행에 대한 결과 보기
ALM 버전: 빌드 확인 세트 실행 탭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빌드 확인 세트를 실행한 후에 빌드 확인 세트 결과를 분석하여 빌드 확인 세트에서 실패한 테스트 실
행과 실패의 원인이 된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실행을 선택합니다. 빌드 확인 세트 실행 탭으로 이동
합니다. 빌드 확인 세트 실행 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모듈
창(70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의 실행 보고서를 보려면 실행을 선택하고 보고서 표시를 클릭합니다. 실행
된 실행의 소프트 복사본을 보려면 실행을 선택하고 실행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빌드 확인 모
듈에서 마지막 실행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의 실행 보고서를 볼 수도 있습
니다.
실행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행 보고서 페이지(6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모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실행 모듈 창(701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링크된 결함 관리
테스트 실행 및 테스트 실행 단계에 대한 결함 링크를 보고,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세
부 정보 대화 상자,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 또는 실행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사이드바에서 링
크된 결함 버튼을 클릭합니다.
l

l

l

l

결함 링크와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
보 대화 상자(5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
(7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행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행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7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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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실행 제거 - 선택 사항
프로젝트에서 오래된 실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선택한 다음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l

l

l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이 아닌 테스트 실행에 대해서만 실행 제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테스트 집합 실행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의 일부인 테스트 실행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집합 실행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을 삭제하면 이에 기반한 테스트 실행이 삭제됩니
다. 마찬가지로,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을 삭제하면 이에 기반한 테스트 집합 실행도 삭제됩니
다.

또는 실행 제거 마법사를 사용하여 삭제할 실행을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사
용합니다.
l

테스트 랩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 > 실행 제거를 선택합니다.

l

테스트 실행 > 테스트 실행 탭에서 테스트 실행 > 실행 제거를 선택합니다.

실행 제거 마법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행 제거 마법사(715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테스트 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실행 모듈 창

701

테스트 실행 모듈 메뉴 및 버튼

705

테스트 실행 모듈 필드

708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

711

실행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713

테스트 집합/BVS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

714

실행 제거 마법사

715

테스트 실행 모듈 창
이 모듈에서 테스트 실행, 테스트 집합 실행 및 빌드 확인 세트 실행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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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실행을 선택합니다. 다음 탭 중 하
나를 선택합니다.
l

테스트 실행 - 테스트 실행을 볼 수 있습니다.

l

테스트 집합 실행 - 기능 테스트 집합 실행을 볼 수 있습니다.

l

빌드 확인 세트 실행 -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ALM 버전: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
(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l

l

테스트 집합 실행 및 빌드 확인 세트 실행 탭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
능합니다.
ALM Essentials Edition에서는 기준선 지정과 관련된 필드와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실행 개요(69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테스트 실행 탭

테스트 실행을 표시합니다.

테스트 집합 실행 탭

기능 테스트 집합 실행을 표시합니다.
테스트 집합 실행 탭에는 테스트 집합 실행으로서 테스트 실행도 표시됩니
다.

빌드 확인 세트 실행
탭
<테스트 실행 모듈
공통 UI 요소>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을 표시합니다.

l

l

l

<범례>

테스트 실행 모듈 필드 -필드 정의는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모듈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테스트 실
행 모듈 메뉴 및 버튼(70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45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상태 범주와 해당 색을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실행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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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필터 상태 표시줄>

표에 현재 적용된 필터를 설명합니다. 표 바로 위에 있습니다.
<x>개 결과 표시 - 총 기록 중 현재 표시되어 있는 기록의 수를 나타냅니다.
모든 <x> 결과 검색 - 모든 기록을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표 필터>

각각의 열 이름 아래에 표 필터 상자를 표시하고 열에 대한 필터 조건을 정
의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자를 클릭하여 찾아보기 버튼을 표시합니다. 그
러면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시/숨기기 - 창의 아래쪽 창에 추가 탭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주석

현재 선택된 실행에 대한 주석입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텍스트 상자를 클
릭합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실행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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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보고서
(테스트 실행 탭)

선택한 실행에 대한 결과 및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Sprinter를 사용한 테스트 실행의 경우 Sprinter Results Viewer에서 보고
서를 열어 표시하는 Sprinter Results Viewer 시작 버튼도 표시합니다. 자
세한 내용을 보려면 뷰어 내에서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 또는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는 Sprinter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
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l

l

LoadRunner Analysis에서 결과를 열어 표시합니다. LRSCENARIO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UFT에서 보고서를 열어 표시합니다. GUI-TEST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시작 버튼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
이지에서 Unified Functional Testing Add-in을 설치한 경우에만 활성화
됩니다. Add-in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l

l

수집한 시스템 정보 링크 -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테스트가
실행되었을 때 CPU, 메모리,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등의 수집
한 시스템 정보를 표시합니다. SYSTEM-TEST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데스크톱 이미지 - 시스템 테스트를 실행하는 컴퓨터의 캡처된
이미지를 엽니다. SYSTEM-TEST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보고서
(테스트 집합 실행
탭)

선택한 실행에 대한 실행 보고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결과

선택한 실행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 조건 실행 결과를 표시합니다.

실행 보고서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행 보고서 페이지(605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조건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
세스 테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실행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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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기록 내역

현재 선택된 실행에 대한 변경 내용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실행 탭

이벤트 로그

선택한 실행 중에 기록된 이벤트 목록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집합 실행 탭

결과

선택한 테스트 실행 시 생성된 결과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테스트 실행 탭

테스트 실행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실행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실행을 선택합니다.
ALM 버전: 테스트 집합 실행 및 빌드 확인 세트 실행 탭은 ALM Edition에
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
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실행 개요(698페이지)

테스트 실행 모듈의 공통 메뉴 및 도구 모음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UI 요소

위치

설명

즐겨찾기에 추가

즐겨찾기

개인 또는 공용 폴더에 즐겨찾기 보기를 추
가할 수 있는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를 엽
니다.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
자(1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및 <오른
쪽 클릭 메뉴>

선택한 실행을 복사하여 해당 URL을 링크
로 붙여넣습니다. 테스트 실행 자체는 복사
되지 않으며, 대신 전자 메일 또는 문서와
같은 다른 위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습
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ALM이 열리고 실행
파일 또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아직 로그인
한 상태가 아니면 ALM에서 먼저 로그인 세
부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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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삭제

위치

설명

편집 및 <오른쪽 클릭
메뉴>

선택한 실행을 삭제합니다.
참고: 선택한 실행이 활성 상태 중 하나
가 아닌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도구 모음>
테스트 실행 탭에만
해당

수행된 테스트 실행을 분석하거나, SLA를
다시 계산하거나, 추세 보고서에 실행을 추
가하면 데이터 처리 큐에 작업이 추가됩니
다. 큐에 작업을 추가하면 해당 작업이 언제
수행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Performance Center

내보내기

편집(테스트 실행 탭)
및 <오른쪽 클릭 메
뉴>

모든 표 데이터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표의 실행을 텍스트 파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Microsoft Word 문서 또는
HTML 문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l

선택한 실행 보고서의 소프트 복사본을 만
듭니다.

보기

모듈의 실행을 검색할 수 있는 찾기 대화 상
자를 엽니다. 검색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찾기 대화 상자(81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도구 모음>

테스트 랩 모듈을 열고 실행 표에 선택한 테
스트 인스턴스를 표시합니다.

찾기

테스트 실행 탭

시간 슬롯으로 이동

테스트 집합/빌드 확
인 세트로 이동

HP ALM (12.00)

선택된 항목 - 표에서 선택한 실행을 내
보냅니다.

<도구 모음>
보고서 내보내기

실행으로 이동

모두 - 표의 모든 실행을 내보냅니다.

실행

특정 실행을 ID 번호로 찾을 수 있는 실행으
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엽니다. 현재 필터에
있는 실행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 메뉴>

선택한 실행에 대한 시간 슬롯을 보여 주는
시간 슬롯 모듈을 엽니다.

<도구 모음>

테스트 랩 모듈을 열고 선택한 실행에 대한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를 표시합
니다.

테스트 집합 실행 탭
및 빌드 확인 세트 실
행탭

706/86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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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위치

설명

표 필터

보기 및 <오른쪽 클릭
메뉴>

데이터를 필터 상자의 항목에 따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정보 패널

보기 및 <오른쪽 클릭
메뉴>

모듈 창의 하단 영역에 정보 패널을 표시하
거나 숨깁니다.

즐겨찾기 구성

즐겨찾기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를 열고 속성을 변
경하거나 보기를 삭제하여 즐겨찾기 보기
목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115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도구 모음>

성능 향상 및 저하를 식별하기 위해 추세 보
고서를 만듭니다. 추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탭에만
해당

사용 가능: Performance Center
개인

즐겨찾기

즐겨찾기 보기를 만든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는 즐겨찾기 보기를 나열합니다.

공용

즐겨찾기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즐겨찾기
보기를 나열합니다.

보기

표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실행 및 <오른쪽 클릭
메뉴>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어 선택한 실
행의 세부 정보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 메뉴>

테스트 실행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성능 테
스트 실행 화면을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
조하십시오.

모두 새로 고침
실행 세부 정보
실행 화면

테스트 실행 탭에만
해당

참고: 테스트 실행이 실행 중 상태인 경
우에만 활성화됩니다.
보기
열 선택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실행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
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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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필터/정렬 설정

보고서 표시

위치

설명

보기

표에 있는 실행을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
습니다. 도구 모음 아래에 현재 적용된 필터
또는 정렬 순서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도구 모음>

선택한 실행에 대한 실행 보고서를 표시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행 보고서 페이지
(6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집합 실행 탭
및 빌드 확인 세트 실
행 탭만 해당
<도구 모음>

선택한 실행의 수행을 중지합니다.

실행 중지
참고: 선택한 실행이 초기화 중, 실행
중 또는 중지 상태인 경우에만 활성화
됩니다.

테스트 실행 모듈 필드
이 섹션에서는 테스트 실행 모듈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실행을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테스트 실행 탭은 모든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테스트 집합 실행 및 빌드
확인 세트 실행 탭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필드 중 일부
는 테스트 집합 실행 및 빌드 확인 세트 실행 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항목

테스트 실행 모듈 창(701페이지)

필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빌드 확인 세트 이름

빌드 확인 세트의 이름입니다.

성공적 완료

선택한 실행이 Passed 상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구성: 이름

선택한 테스트 실행에 할당된 테스트 구성의 이름입니다.

초안 실행

선택한 테스트 실행이 초안 실행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안 실행(51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N

기간

테스트 실행 시간(초)입니다.
참고: 이 필드를 수동으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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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종료 날짜

실행의 종료 날짜입니다.
참고: 이 필드를 수동으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수행 날짜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실행한 날짜입니다.

수행 시간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실행한 시간입니다.

호스트

테스트 실행이 실행된 컴퓨터 이름입니다.

반복 상태

Business Process Testing:
수동 실행기 대화 상자에서: 각 반복의 상태에 대한 주석을 입력할 수 있
는 서식 있는 텍스트 필드입니다.
테스트 인스턴스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막대 형태의 테스트 반복 상태
입니다. 막대는 실행 상태를 나타내는 색상과 각 상태의 반복 수를 나타내
는 숫자로 구성됩니다.
범례:
l

Passed - 녹색

l

Failed - 빨간색

l

Blocked - 흰색

l

Not Completed - 보라색

l

No Run - 주황색

l

N/A - 노란색

참고 항목: 범례 (570페이지)
실행 ID

ALM에서 실행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한 고유 숫자 ID입니다. 실행이 수행
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 번호를 생성합니다.
실행 보고서 표에서 실행 ID 필드를 클릭하여 테스트 실행 탭의 테스트 인
스턴스 실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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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실행 이름

테스트 실행의 이름입니다. Fast_run은 사용자가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
고 테스트 인스턴스의 상태 필드를 수동으로 변경한 경우 ALM에서 만든
실행임을 나타냅니다.
표시되는 아이콘은 다음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l

l

시작 시간

테스트 유형 -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유형(3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Sprinter를 사용한 수동 테스트 실행
- Sprinter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HP Sprinter 개요(6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행의 시작 시간입니다.
참고: 이 필드를 수동으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현 상태

실행의 진행률을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에는 초기화 중, 실행 중, 중지, 실
행 실패, 마침이 있습니다.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상태(테스트 인스턴
스,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
의 경우)

테스트 인스턴스, 테스트 집합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의 실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실행 상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l

l

l

l

l

l

Blocked - 하나 이상의 단계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컴퓨터에서 테스트가 실행되는 중 환경적 실패(예: 네트워크 문제, 하
드웨어 고정)로 인해 테스트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Failed - 실행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가 실패했고 Blocked 상태가 없
습니다.
N/A - 현재 해당하는 상태가 없는 경우입니다. 단계가 존재하지 않거
나 단계 실행 상태가 N/A인 경우입니다.
No Run - 실행된 단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Not Completed - 하나 이상의 단계가 완료 또는 실행되지 않았고
Blocked 또는 Failed인 상태가 없는 경우입니다.
Passed - 실행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모든 단계의 실행 상태가
Passed인 경우입니다.

테스트 집합

테스트 집합의 이름입니다.

테스트 집합: 이름

선택한 테스트 실행과 연관된 테스트 집합의 이름입니다.

테스트: 테스트 이름

선택한 테스트 실행과 연관된 테스트의 이름입니다.

테스터

테스트를 실행하는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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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는 테스트 실행에 대한 테스트 및 단계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 테스트 실행에서 테스트 실행을 클릭합니다. 실행을 선택하고 실행
세부 정보

를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사용 가능한 버튼 및 옵션은 테스트 유형 또는 실행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
다.

관련 작업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

참고 항목

l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

l

테스트 실행 개요(698페이지)

l

실행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713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첫 번째/이전/다음/마지막 엔터티 - 표에서 실행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 플래그 -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를 열고 실행의 추가 작업
플래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
(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자 메일로 보내기 -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서 선택한
받는 사람에게 실행을 전자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세부 정보

실행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주석 상자를 클릭
합니다.

HP ALM (12.00)

71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8장: 테스트 실행 보기

UI 요소

설명

보고서

실행 결과 및 테스트 단계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동 테스트 인스턴스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l

LoadRunner Analysis에서 결과를 열어 표시합니다. LR-SCENARIO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UFT에서 보고서를 열고 표시합니다. GUI-TEST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시작 버튼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
페이지에서 Unified Functional Testing Add-in을 설치한 경우에만 활
성화됩니다. Add-in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를 참조하십
시오.
l

l

결과

수집한 시스템 정보 링크 -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테스트가
실행되었을 때 CPU, 메모리,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등의 수집
한 시스템 정보를 표시합니다. SYSTEM-TEST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데스크톱 이미지 - 시스템 테스트를 실행하는 컴퓨터의 캡처된
이미지를 엽니다. SYSTEM-TEST 테스트 유형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Performance Center: 선택한 테스트 실행 시 생성된 결과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Performance Center Guide를 참조
하십시오.
참고: 이 탭은 테스트 실행 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벤트 로그

선택한 실행 중에 기록된 이벤트 목록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실행 결과 및 테스트 단계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단계에 대한 세부 결과
를 보려면 표에서 단계를 선택하고 세부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실행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7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일부 테스트 유형 및 실행기의 실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 파일

HP ALM (12.00)

실행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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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매개 변수

테스트 단계에 사용되는 수동 테스트 매개 변수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 및 테스트 계
획 모듈 필드(3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결함

실행에 링크된 결함을 나열합니다. 결함 링크를 보고,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기록 내역

실행에 대한 변경 사항 목록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 내역 탭(8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조건 결과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 조건 실행 결과를
표시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테스트 조건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
세스 테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반복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에 대한 각각의 반복 상태를 표시합니다.
Business Process Testing: 반복과 관련된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
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Business Process
Testing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실행 단계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는 실행에 대한 테스트 단계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 — 단계 보기에서 단계를 선택하고 세부 정보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Sprinter 실행에서는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작업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

참고 항목

l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

l

테스트 실행 개요(698페이지)

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첫 번째/이전/다음/마지막 엔터티 - 실행에서 단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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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
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세부 정보

단계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설명 상자를 클
릭합니다.
예상 결과, 실제 결과, 조건 실행 등 단계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보려면
나머지 탭을 클릭합니다.

첨부 파일

단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결함

단계에 링크된 결함을 나열합니다. 결함 링크를 보고,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테스트 집합/BVS 실행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는 테스트 집합 실행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테스트 > 테스트 실행에서 테스트 집합 실행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을 클릭
합니다. 실행을 선택하고

관련 작업
참고 항목

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실행 보는 방법(698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

l

테스트 실행 개요(69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첫 번째/이전/다음/마지막 엔터티 - 표에서 실행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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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전자 메일로 보내기 -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서 선택한
받는 사람에게 실행을 전자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
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세부 정보

테스트 집합 실행 또는 빌드 확인 세트 실행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
용 가능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랩 모듈 필드(5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벤트 로그

선택한 실행 중에 기록된 이벤트 목록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LM Lab Managemen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실행 제거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는 프로젝트에서 오래된 테스트 실행 결과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관련 작업

HP ALM (12.00)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테스트 랩 > 테스트 집합 탭에서 테스트 집합 > 실행 제거를 선택합니다.

l

테스트 실행 > 테스트 실행 탭에서 테스트 실행 > 실행 제거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집합 만드는 방법(55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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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거할 테스트 집합 선택 페이지(716페이지) > 제거 유형 선택 페이지(716페
이지) > 제거 요청 확인 페이지(717페이지)

참고 항목

l

테스트 실행 개요(698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창(523페이지)

제거할 테스트 집합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 제거할 테스트 집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실행 제거 마법사(715페이지)에 나와 있습
니다.

마법사 맵

실행 제거 마법사(715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거할 테스트 집합 선택 페이지(716페이지) > 제거 유형 선택 페이지(716페
이지) > 제거 요청 확인 페이지(717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실행 개요(69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선택한 테스트 집합을 사용 가능 테스트 집합과 선택한 테스트 집합 사
이에서 이동합니다.
팁: 창 사이에서 테스트 집합 이름을 끌거나 테스트 집합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다른 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 집합을 사용 가능 테스트 집합과 선택한 테스트 집합 사이
에서 이동합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집합

현재 제거하도록 선택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모든 테스트 집합을 나열
합니다.

선택한 테스트 집합

제거하도록 선택한 테스트 집합을 나열합니다.

제거 유형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제거 유형을 선택하고 제거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HP ALM (12.00)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실행 제거 마법사(7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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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맵

실행 제거 마법사(715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거할 테스트 집합 선택 페이지(716페이지) > 제거 유형 선택 페이지(716페
이지) > 제거 요청 확인 페이지(717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실행 개요(69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삭제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행 - 테스트 실행 결과를 삭제합니다.
실행 단계만 - 실행 단계를 삭제하고 전체 실행 세부 정보는 유지합
니다.

다음보다 오래된 실행에서
선택

이 시간 전에 선택한 실행에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유지할 테스트 당 실행 수

각 테스트에 대해 유지할 테스트 실행 결과 수입니다.

초안 실행만 제거

초안 실행으로 표시된 실행만 제거합니다. 초안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초안 실행(51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제거 요청 확인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요청 요약을 검토하고 제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실행 제거 마법사(7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
다.

마법사 맵

실행 제거 마법사(715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거할 테스트 집합 선택 페이지(716페이지) > 제거 유형 선택 페이지(716페
이지) > 제거 요청 확인 페이지(717페이지)

참고 항목

테스트 실행 개요(69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요청 세부 정보 영역>

삭제하도록 선택한 사항을 요약합니다.

마침

선택 항목에 따라 테스트 실행 결과를 삭제합니다.

HP ALM (12.00)

717/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8장: 테스트 실행 보기

HP ALM (12.00)

718/860 페이지

11부: 결함

HP ALM (12.00)

71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11부: 결함

HP ALM (12.00)

720/860 페이지

39장: 결함 추적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함 추적 개요

722

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

723

결함을 검색하는 방법

726

결함을 링크하는 방법

726

결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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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추적 개요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결함을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복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
다.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 결함 모듈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
의 모든 단계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설계 오류를 보고하고 결함 기록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결함 모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l

ALM 프로젝트의 응용 프로그램 결함을 만듭니다.

l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와 테스터가 결함이 해결된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결함을 추적합니다.

결함 기록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 보증 팀원에게 다른 팀원이 발견한 새로운 결함을 알려줍니
다. 결함 복구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프로젝트의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여러 ALM 프로젝트에서 결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HP ALM Synchronizer를 사용하여 결함을 공
유 및 동기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dd-in 페이지에서 HP ALM Synchronizer User Guide를 참조
하십시오.
ALM 버전: 여러 ALM 프로젝트에서 결함을 공유하는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섹션에는 결함 링크(722페이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함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72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결함 링크
결함을 ALM 엔터티, 즉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집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흐름, 테스트 인
스턴스, 실행, 실행 단계 및 기타 결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결함 링크가 유용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특정 결함에만 해당하는 새 테스트를 만듭니다. 테스트와 결함 사이에 링크를 만들면 결함 상태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실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테스트 실행 중 결함을 추가하면 ALM에서 테스트 실행과 새 결함 사이에 자동으로 링크를
만듭니다.

다른 결함 또는 엔터티에 직접 결함을 링크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에 결함 링크를 추가하면 ALM에서
엔터티 직접 링크를 추가하고 관련 엔터티에는 간접 링크를 추가합니다.
간접 링크는 단방향 흐름이며, ALM은 상위 수준의 관련 엔터티에만 간접적으로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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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다이어그램은 결함이 실행 단계에 링크된 경우 ALM에서 만드는 간접 링크를 보여 줍니다.

결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결함 추적 개요(7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함을 링크하는 방법(72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예
결함을 실행에 링크할 경우
l

l

l

결함이 실행, 실행의 테스트 인스턴스, 테스트 집합 및 테스트에 간접적으로 링크됩니다.
해당 테스트가 요구 사항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요구 사항에 간접 링크도 추가됩니
다.
실행 단계는 하위 수준의 관련 엔터티이므로 결함이 실행 단계에 간접적으로 링크되지 않습
니다.

참고: 엔터티에서 결함에 대한 직접 링크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
이 작업은 개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동안 응용 프로그램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결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결함 추적 개요(7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상위 수준 작업: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로드맵(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결함 만들기(724페이지)

l

결함 가져오기 - 선택 사항(724페이지)

l

결함 및 다른 엔터티 링크(7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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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결함 검색(724페이지)

l

결함 할당, 복구, 업데이트(725페이지)

l

결함 분석(725페이지)

l

기준선 설정(725페이지)

1.

결함 만들기
a. ALM 사이드바에서 결함을 선택합니다.
b. 결함 표 도구 모음에서 새 결함을 클릭하여 새 결함 대화 상자를 엽니다. 새 결함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 결함 대화 상자(73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팁: 결함 만들기는 진행 중인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결함 대화 상자와 다
른 ALM 모듈 간에 전환하거나 브라우저 자체를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만드는 동안 다른 모듈로 전환하려면 결함을 제출하지 않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만들던 결함으로 되돌아가려면 다시 결함 모듈에서 새 결함을 클릭합니다. ALM이 데이
터를 유지하여 같은 결함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결함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려면 모든 필드 지우기
이터를 지웁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보관된 데

c. 새 결함 대화 상자의 필드에 값을 채웁니다.
2.

결함 가져오기 - 선택 사항
ALM에서 직접 결함을 만드는 것 외에 Microsoft Excel에서 ALM 프로젝트로 결함을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결함을 가져오려면 적절한 Add-in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Word 및 Microsoft Excel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결함 및 다른 엔터티 링크
결함을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집합,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 실행 단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흐름, 다른 결함 등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결함 링크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함을 링크하는 방법(72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결함 검색
결함 모듈의 다음 위치에서 결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n

결함 표 - 예를 들어 특정 문제와 관련된 결함을 찾거나 특정 결함을 수정하려는 경우

n

새 결함 대화 상자 - 예를 들어 중복 결함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결함 검색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함을 검색하는 방법(72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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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함 할당, 복구, 업데이트
프로젝트에서 결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할 결함을 결정하고, 결함 상태, 대상 릴리스,
대상 주기, 기타 필드 등을 적절하게 수정합니다.
결함 모듈의 결함 표에서 결함을 선택하고 결함 세부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필드에 값을 채웁니다.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73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작업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n

열림으로 수정할 후보인 결함의 상태를 변경하고 그 결함을 개발 팀의 구성원에게 할당합니
다.

n

대상 릴리스와 대상 주기 필드에서, 열려있는 결함을 수정하도록 지정된 릴리스와 주기에 할
당합니다.

n

열려있는 결함을 수정합니다. 이 작업에는 결함의 원인 식별, 응용 프로그램 수정 및 다시 만
들기, 테스트 다시 실행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되풀이하지 않는 결함을 종료 상태로 할
당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 다시 발견되면 그 결함을 열림 상태로 다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결
함이 복구되면 수정됨 상태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결함 분석
보고서와 그래프를 생성하여 결함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n

그래프로 결함 데이터 보기 - 결함 모듈 메뉴에서 분석 >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그래프 생성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결함 데이터 보고서 만들기 - 결함 모듈 메뉴에서 분석 > 프로젝트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보
고서 작성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812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ALM의 추가 분석 도구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7.

기준선 설정
기준선을 만들어 응용 프로그램 주기에서 중요 시점을 최종 승인하거나 비교합니다. 작업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라이브러리 및 기준선 사용 방법(20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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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검색하는 방법
이 작업은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창을 사용하여 결함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
어 특정 문제와 관련된 결함을 찾거나 특정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결함 표에서 언제든지 결함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새 결함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비슷한 결함을 검색하여 중복 결함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
다.
중복 결함 확인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온라인 도움말의 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창
(74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1.

결함 표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비슷한 결함을 찾으려는 결함을 표시합니다.

2.

n

결함 표에서 결함을 선택합니다.

n

새 결함 대화 상자에서 새 결함을 만드는 동안 요약 및 설명 필드에 자세한 정보를 입력합니
다.

검색 시작
비슷한 결함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n

현재 결함과 비슷한 결함을 찾으려면 비슷한 결함 찾기를 선택합니다.

n

지정한 텍스트 문자열과 요약 또는 설명이 비슷한 결함을 찾으려면 비슷한 텍스트 찾기를 선
택합니다.

결함을 링크하는 방법
다음 단계에서는 결함을 ALM 엔터티(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집합,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 실행
단계, 다른 결함)에 링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
(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결함 링크
결함을 링크할 엔터티 모듈에서 링크된 결함 또는 링크된 엔터티 페이지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
나를 수행합니다.
n

새 결함 추가: 링크할 결함을 만듭니다.

n

기존 결함 선택: 링크할 기존 결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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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결함 모듈에서 결함과 요구 사항을 결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2.

결과 보기
해당 결함에서는 링크된 엔터티를 볼 수 있고 해당 엔터티에서는 링크된 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표 보기에서 엔터티가 결함에 링크되면 ALM이 링크된 결함

아이콘을 엔터티에 추가합니다.

결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함 모듈 창

728

결함 모듈 메뉴 및 버튼

729

결함 모듈 아이콘

734

결함 모듈 필드

735

새 결함 대화 상자

737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

738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창

740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

741

링크할 결함 대화 상자

744

요구 사항 선택 대화 상자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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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모듈 창
이 창에서는 ALM 결함을 정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ALM 결함 표에서 결함 데이터를 구성
및 표시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에서 결함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723페이지)

참고 항목

결함 추적 개요(72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결함 모듈 공통 UI 요소>

설명
l

l

l

l

<필터 상태 표시줄>

결함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결함 모듈 메뉴
및 버튼(72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결함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결함 모듈 아이콘(734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
역(4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표에 현재 적용된 필터를 설명합니다. 도구 모음 바로 아래에 있습니
다.
l

l

<표 필터>

결함 필드 - 필드 정의는 결함 모듈 필드(735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x>개 결과 표시 - 총 기록 중 현재 표시되어 있는 기록의 수를 나
타냅니다.
모든 <x> 결과 검색 - 모든 기록을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각각의 열 이름 아래에 표 필터 상자를 표시하고 열에 대한 필터 조건
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자를 클릭하여 찾아보기 버튼을 표시합니
다. 그러면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비슷한 결함 창>

결함 표에서 비슷한 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창(74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결함 표에서 비슷한 결함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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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설명 탭

현재 선택한 결함을 설명합니다.
텍스트 서식 지정 및 맞춤법 검사를 위한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이
탭에서 설명 또는 주석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첨부 파일 탭

현재 선택한 결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
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엔터티 탭

결함과 현재 선택한 결함에 링크된 다른 엔터티를 나열합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탭

현재 선택한 결함에서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결함 모듈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결함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에서 결함을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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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723페이지)
l

결함 모듈 아이콘(734페이지)

l

결함 추적 개요(7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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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메뉴

설명

새 결함

결함

새 결함 대화 상자를 열고 결함을 추가하거나, 추가하기 시
작한 결함에 대한 편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 결함 대화 상자(737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팁: 결함 만들기는 진행 중인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결함 대화 상자와 다른 ALM 모듈 간에 전환
하거나 브라우저 자체를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만드는 동안 다른 모듈로 전환하려면 결함을 제
출하지 않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만들던 결함으로 되돌
아가려면 다시 결함 모듈에서 새 결함을 클릭합니다.
ALM이 데이터를 유지하여 같은 결함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결함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려면 모든 필드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여 보관된 데이터를 지웁니다.

결함

결함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결함 ID를 사용하여 특정
결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함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서 선택한 받는
사람에게 결함을 전자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결함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결함의 세부 정보
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73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결함

표 데이터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표의 결함을 텍스트
파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Microsoft Word 문서 또
는 HTML 문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결함으로 이동
전자 메일로 보내기

결함 세부 정보

내보내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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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모두 - 표의 모든 결함을 내보냅니다.

l

선택된 항목 - 표에서 선택한 결함을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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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복사/붙여넣기

편집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또는 여러 프로젝트 간에 선택한 결
함을 복사합니다.
참고: 여러 프로젝트 간에 결함을 복사하려면 두 프로
젝트 모두 동일한 ALM 버전 및 패치 수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룹화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만 결함 복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L 복사/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결함을 복사하여 해당 URL을 링크로 붙여넣습니다.
결함 자체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 메일 또는 문서
와 같은 다른 위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ALM이 열리고 해당 결함으로 이동합니다. 아직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면 ALM에서 먼저 로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편집

선택한 결함을 삭제합니다. 결함을 삭제하는 경우 ALM에
서 결함 ID를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편집

표의 모든 결함을 선택합니다.

선택 반전

편집

표에서 이전에 선택한 결함의 선택을 취소하고, 이전에 선
택 취소한 결함은 모두 선택합니다.

찾기

편집

찾기 대화 상자를 열고 결함 모듈에서 결함을 검색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찾기 대화 상자(8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찾기

편집

결함 표에서 이전에 정의한 검색 조건을 충족하는 다음 항
목을 검색합니다.

바꾸기

편집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열고 필드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바꾸기 대화 상자(8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항목 업데이
트

편집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서 선택한 여
러 결함에 대한 필드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선택한 항목 업데이트 대화 상자
(9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편집

결함 모듈 창 아래쪽에서 텍스트 검색 창을 열고 사전 정의
된 필드에서 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 세부 정보는 텍스트 검색 창(8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편집

요약 및 설명 필드에서 선택한 결함과 비슷한 결함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비슷한 결함은 창 하단에 있는 창의
유사성 비율에 따라 표시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창(740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삭제

텍스트 검색

비슷한 결함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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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비슷한 텍스트 찾기

편집

요약 및 설명 필드에서 텍스트 문자열과 유사한 결함에 대
한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창(740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경보

편집

경보 대화 상자를 열고 결함에 대한 경보를 표시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경보 대화 상자(10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경보 지우기

편집

모듈에 대해 표시되는 경보를 지웁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경보 사용 방법(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작업 플래그

편집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결함에 대한 추
가 작업 플래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도구 모음>

결함을 고정하거나 고정 해제합니다.

고정/고정 해제

사용 가능: 결함 표, 결함 세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고정된 항목 개요(118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추가 작업 플래그 지
우기

편집

선택한 결함의 추가 작업 플래그를 지웁니다. 자세한 개념
은 추가 작업 플래그 개요(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설정

편집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를 열고 특정 결함 필드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지우기

편집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기본값을 제거합니다.
새 결함을 만드는 경우 기본값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필터

보기

각각의 열 이름 아래에 표 필터 상자를 표시하고 열에 대한
필터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자를 클릭하여 찾아보기 버튼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표시기 열

보기

결함 표의 왼쪽에 표시기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결함 모듈 아이콘(734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정보 패널

보기

결함 표 하단에 정보 패널 탭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함 모듈 창(72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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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보기

표에 있는 결함을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
음 아래에 현재 적용된 필터 또는 정렬 순서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보기

선택한 필터를 기준으로 최신 결함이 표시되도록 결함 표를
새로 고칩니다.

보기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열 선
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도구 모음>

첨부 파일 페이지를 열고 첨부 파일을 보고 첨부 파일을 선
택한 결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즐겨찾기에 추가

즐겨찾기

개인 또는 공용 폴더에 즐겨찾기 보기를 추가할 수 있는 즐
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즐겨찾기 추가 대화 상자(114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즐겨찾기 구성

즐겨찾기

즐겨찾기 보기를 구성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즐겨찾기 구성 대화 상자(115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개인

즐겨찾기

즐겨찾기 보기를 만든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는 즐겨찾기
보기를 나열합니다.

공용

즐겨찾기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즐겨찾기 보기를 나열합니
다.

프로젝트 보고서

분석

결함 데이터에 대해 생성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프로젝트
보고서를 나열합니다. 보고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정의된 프로젝트 보고서(8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필터/정렬

모두 새로 고침
열 선택

첨부 파일

목록에서 보고서를 선택하면 보고서의 미리 보기가 생성됩
니다. 미리 보기에는 보고서 섹션당 최대 5개의 엔터티가
표시됩니다. 전체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미리 보기의 왼쪽
위에서 생성 버튼 옆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고 생성할 보
고서 형식을 선택합니다.
그래프

분석

결함 데이터에 대해 생성할 수 있는 그래프를 나열합니다.
사전 정의된 그래프를 선택하거나 그래프 마법사를 시작합
니다.
사전 정의된 그래프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엔터티 그
래프 유형(77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최근에 사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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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ALM에서 가장 최근에 본 보고서 및 그래프를 나열합니다.
최대 10개 항목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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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모듈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결함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에서 결함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723페이지)

참고 항목

l

결함 추적 개요(722페이지)

l

결함 모듈 메뉴 및 버튼(729페이지)

l

결함 모듈 필드(735페이지)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녹색 별표> - 해당 탭이 채워져 있습니다.
경보 - 결함에 대한 경보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l

빨간색 경보 - 새 경보를 나타냅니다.

l

회색 경보 - 이미 읽은 경보를 나타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 지정된 결함에 대한 첨부 파일을 보려면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하여 첨부 파일을 엽니다. 첨부 파일이 열 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첨부 파일 링크를 클릭하면 첨부 파일 페이지에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작업 플래그 - 결함에 대한 추가 작업 플래그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l

회색 플래그 - 새로운 추가 작업 플래그를 나타냅니다.

l

빨간색 플래그 - 추가 작업 날짜에 도달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링크된 엔터티 -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결함에 대해 링크된 엔터티를 보
려면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
(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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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모듈 필드
이 섹션에서는 결함 모듈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사이드바에서 결함을 선택합니다.
l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결함 모듈에서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의 레이블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프로젝트 목록을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결함 모듈에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필드와 값을 제한하고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이름 값이 있는 결함 열을 선택(사용자 정의 필드 포함)하면 ALM에
서 각 사용자의 이름과 전체 이름이 포함된 목록이 표시됩니다. 사용자를 검
색하고, 정렬하고, 사용자 그룹으로 그룹화하고, 사용자 목록 또는 그룹 트
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사용자 목록 대
화 상자(8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723페이지)
l

결함 추적 개요(722페이지)

l

결함 모듈 메뉴 및 버튼(729페이지)

l

결함 모듈 창(72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실제 수정 시간

결함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실제 일 수입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면 ALM에서
자동으로 실제 수정 시간을 해결 날짜–발견한 날짜로 계산합니다.

담당자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할당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종료된 버전

결함이 종료된 응용 프로그램 버전입니다.

해결 날짜

결함이 종료된 날짜입니다.

주석

결함에 대한 주석입니다. 새 주석을 추가하려면 주석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
다. 새 섹션이 주석 상자에 추가되고 사용자 이름 및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날
짜가 표시됩니다.

결함 ID

ALM에서 결함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된 고유 숫자 ID입니다. 결함 ID는 읽기
전용입니다.

설명

결함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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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발견한 사람

결함을 제출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발견된 주기

결함이 발견된 주기입니다.
발견된 주기 필드에서 결함을 주기에 할당하면 ALM에서 자동으로 해당 릴
리스를 발견된 릴리스 필드에 할당합니다.

발견된 릴리스

결함이 발견된 릴리스입니다.

발견한 버전

결함이 발견된 응용 프로그램 버전입니다.

발견한 날짜

결함이 발견된 날짜입니다.
기본값: 현재 데이터베이스 서버 날짜입니다.

예상 수정 시간

결함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예상 일 수입니다.

수정한 날짜

이 결함이 마지막으로 변경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계획된 해결 버전

결함이 수정되도록 계획된 버전입니다.

우선 순위

낮은 우선 순위(수준 1)부터 긴급 우선 순위(수준 5)까지 결함의 우선 순위
입니다.

프로젝트

결함이 발생한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재생 가능

결함이 발견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결함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나
타냅니다.
기본값: Y

심각도

낮음(수준 1)에서 긴급(수준 5)까지 결함의 심각도입니다.

상태

결함의 현재 상태입니다. 결함 상태는 종료, 수정됨, 신규, 열림, 거부됨, 다
시 열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기본값: 신규

주제

주제 폴더입니다.

요약

결함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대상 주기

결함을 수정하도록 지정된 주기입니다.
대상 주기 필드에서 결함을 주기에 할당하면 ALM에서 자동으로 해당 릴리
스를 대상 릴리스 필드에 할당합니다.

대상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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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종료하도록 지정된 릴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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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결함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결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결함 모듈에서

l

아무 모듈이나 마스트헤드에서

을 클릭합니다.
을 선택하고 새 결함을 선택합니다.

팁: 특정 결함 필드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723페이지)

참고 항목

결함 추적 개요(72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필드 지우기 - 데이터를 지웁니다.
팁: 결함 만들기는 진행 중인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결함 대
화 상자와 다른 ALM 모듈 간에 전환하거나 브라우저 자체를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만드는 동안 다른 모듈로 전환하려면 결함을 제출하지 않고 닫기
를 클릭합니다. 만들던 결함으로 되돌아가려면 다시 결함 모듈에서 새 결
함을 클릭합니다. ALM이 데이터를 유지하여 같은 결함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결함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려면 모든 필드 지우기
하여 보관된 데이터를 지웁니다.

버튼을 클릭

비슷한 결함 찾기 -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를 열고 다음 항목을 찾을 수 있습
니다.
l

새 결함과 유사한 결함

l

텍스트 문자열과 유사한 결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창(740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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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사용 -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대로 특정 필드에 기본값을
채웁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99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설정 -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특정 필드의 기본값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기본값 설정 대화 상자(99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세부 정보

결함 필드를 나열합니다. 결함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함 모듈 필드
(73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새 결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결함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첨부 파일을 추가하고, 결함 기록 내역을 보고
다른 결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결함에 링크된 다른 엔터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결함 표의 결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결함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
다.

관련 작업

ALM에서 결함을 추적하는 방법(723페이지)

참고 항목

l

결함 추적 개요(722페이지)

l

결함 모듈 필드(735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첫 번째/이전 다음/마지막 엔터티 - 결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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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9장: 결함 추적

UI 요소

설명
결함으로 이동 - 결함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결함 ID를 사용하여 특정
결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필터에 있는 결함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
다. 결함 ID를 지정한 후에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l

l

세부 정보 열기 -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결함을 엽니다.
표에 표시 -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닫은 후에 결함 표의 결함을 강
조 표시합니다.

추가 작업 플래그 -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결함에 대한
추가 작업 플래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추가 작업 플래그 대화 상자(10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경보 - 경보 대화 상자를 열고 결함에 대한 경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경보 대화 상자(1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경우: 선택한 결함에 경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표준 결함 보고서 - 다음 보고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실행 보고서 - 링크된 테스트 실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결함이 테스트 실행에 링크된 경우

l

표준 결함 보고서 - 선택한 결함에 대한 표준 결함 보고서입니다.

전자 메일로 보내기 -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목록에서 선택한
받는 사람에게 결함을 전자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전자 메일 보내기 대화 상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맞춤법 검사 - 선택한 단어 또는 텍스트 상자에 대해 맞춤법을 검사합니다.
동의어 사전 - 선택한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또는 관련 단어를 표시합니다.
맞춤법 검사 옵션 - ALM에서 맞춤법을 검사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세부 정보

결함 필드를 나열합니다. 결함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함 모듈 필드
(73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첨부 파일

현재 선택한 결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파일을 나열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첨부 파일 페이지(92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링크된 엔터티

현재 선택한 결함에 링크된 엔터티를 나열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7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내역

현재 선택한 결함에서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기록 내역 탭(8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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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9장: 결함 추적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창
새 결함을 제출하기 전에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에서 비슷한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비슷한 결함 창에서는 언제든지 결함 표에 비슷한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결함 표 또는 새 결함 대화 상자에서 결함을 선택하고 비슷한 결함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슷한 결함 찾기 또는 비슷한 텍스트 찾기 중에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l

l

비슷한 결함 확인은 선택한 결함을 프로젝트의 다른 결함과 비교하거나 결
함의 텍스트 문자열을 비교하여 이루어집니다.
비슷한 항목 찾기 작업을 수행하면 가장 비슷한 항목이 결과에서 맨 위에 표
시되고, 비슷한 결함이 없으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관련 작업

결함을 검색하는 방법(726페이지)

참고 항목

결함 추적 개요(72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검색 대상:

찾을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대소문자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무시됩니다.

근접 %

l

관사(a, an, the),

l

접속사(and, but, for, nor, or),

l

부울 연산자(and, or, not, if, then),

l

와일드카드(?, *, [ ])

비슷한 텍스트를 검색하면 ALM에서 비슷한 결함 결과를 최소한 이 퍼센트
이상 비슷한 결함으로 제한합니다.
기본값: ALM에서 최소한 25퍼센트 이상 비슷한 결함을 반환합니다.

검색

검색을 시작합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
(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검색 가능한 필드 - 비슷한 결함을 찾는 데 사용되는 필드입니다.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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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39장: 결함 추적

UI 요소

설명
이동 - 결함 표에서 선택한 결함을 찾습니다.

<결함>

비슷한 결함 목록입니다. 비슷한 결함에 표시되는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결함 모듈 필드(73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항목

발견된 비슷한 결함의 총 수 대비 현재 결함의 수입니다.
예: 항목 2 / 10

링크된 결함/엔터티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결함 및 다른 엔터티에서 결함에 연결되는 링크를 정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
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중요 정보

l

l

l

결함 모듈에서: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사이드바에서 링크된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링크된 결함의 경우 결함 탭을 클릭하고,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링크된 엔터티의 경우 기타 탭을 클릭합니
다.
다른 모듈 및 대화 상자에서: 사이드바 또는 링크된 결함 탭에서
링크된 결함을 클릭합니다.
결함을 ALM 엔터티, 즉 요구 사항, 비즈니스, 테스트, 테스트 집
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흐름, 테스트 인스턴스, 실행, 실
행 단계 및 기타 결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결함 모듈 내에서 다른 결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다른 ALM 엔터티에 링크하려면 해당 엔터티의 모듈 또는
세부 정보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관련 작업

결함을 링크하는 방법(726페이지)

참고 항목

결함 추적 개요(72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첫 번째/이전 다음/마지막 엔터티 - 엔터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링크된 결함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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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결함 추가 및 링크 - 새 결함 대화 상자를 열고 새 결함을 제출하여 결함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결함 대
화 상자(73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결함 모듈을 제외한 모든 모듈
기존 결함 링크 - 링크를 기존 결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l

ID별 - 기존 결함 링크 대화 상자에서 결함 ID를 입력하여 결함을 선
택합니다.
선택 - 링크할 결함 대화 상자의 표에서 결함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링크할 결함 대화 상자(744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요구 사항의 링크 - 링크를 기존 요구 사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l

ID별 - 기존 요구 사항 링크 대화 상자에서 요구 사항 ID를 입력하여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선택 - 요구 사항 선택 대화 상자의 표에서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요구 사항 선택 대화 상자(745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결함 모듈에서 이 페이지의 기타 탭
링크 제거 - 선택한 링크를 제거합니다.
모두 새로 고침 - 사용자가 선택한 필터를 기준으로 최신 결함을 표시하
도록 링크된 결함 또는 엔터티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필터/정렬 - 링크된 결함 및 엔터티 목록을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습
니다. 도구 모음 아래에 현재 적용된 필터 또는 정렬 순서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열 선택/필드 선택 대
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결함 세부 정보 -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결함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결함 세부 정보 대
화 상자(73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

l

HP ALM (12.00)

결함으로 이동 - 링크된 결함의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연결된' 엔터티로 이동 - 결함에 링크된 엔터티에 대한 세부 정보 대
화 상자를 엽니다.

742/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9장: 결함 추적

UI 요소

설명

링크 유형

옵션을 선택합니다.
l

직접 링크 - 직접 링크만 표시합니다.

l

모든 링크 - 모든 링크를 표시합니다.

직접 링크 및 간접 링크에 대한 내용은 결함 추적 개요(722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결함 모듈을 제외한 모든 모듈
다음에 대한 링크 표시

표시할 링크를 결정합니다.
l

l

현재 요구 사항 링크 - 현재 요구 사항에만 추가된 결함 링크입니다.
하위 링크 포함 - 현재 요구 사항과 해당 하위 항목에 추가된 결함 링
크입니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모듈
<필터 상태 표시줄>

표에 현재 적용된 필터를 설명합니다. 표 필터 상자 바로 위에 있습니다.

<결함 모듈 필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결함 모듈 필드(735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표 필터>

각각의 열 이름 아래에 표 필터 상자를 표시하고 열에 대한 필터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자를 클릭하여 찾아보기 버튼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만든 사람

링크를 만든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만든 날짜

링크를 만든 날짜입니다.

링크 주석

링크에 대한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링크 ID

ALM에서 링크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된 고유 숫자 ID입니다. 링크 ID는
읽기 전용입니다.

링크 유형

링크 유형 사용자 지정 목록 값입니다.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대상 상태

링크된 엔터티의 현재 상태입니다.

링크된 엔터티 ID

ALM에서 링크된 엔터티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된 고유 숫자 ID입니다.
링크된 엔터티 ID는 읽기 전용입니다.

링크된 엔터티 이름

링크된 엔터티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요구 사항 이름이 그에 해당합니
다.

HP ALM (12.00)

743/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39장: 결함 추적

UI 요소

설명

링크된 엔터티 유형

링크된 엔터티 유형(예: 단계, 테스트, 테스트 집합)입니다.

결함

현재 결함에 링크된 결함 목록입니다.

기타

현재 결함에 링크된 다른 엔터티 목록입니다.

링크할 결함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결함을 결함 모듈의 다른 결함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결함에 대한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링크된 엔터티 탭을 클릭한 다
음 결함 탭을 클릭합니다. 기존 결함 링크
니다.

관련 작업

결함을 링크하는 방법(726페이지)

참고 항목

결함 링크(722페이지)

를 클릭한 다음 선택을 선택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새로 고침 - 결함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필터/정렬 - 선택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데이터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서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열 선택/필드 선
택 대화 상자(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검색 -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를 열고 텍스트 문자열과 유사한 결함을 찾
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비슷한 결함 대화 상자/
창(74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필터 상태 표시줄>

표에 현재 적용된 필터를 설명합니다. 표 필터 상자 바로 위에 있습니다.

<표 필터>

각각의 열 이름 아래에 표 필터 상자를 표시하고 열에 대한 필터 조건을 정
의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 직접 입력하거나 상자를 클릭하여 찾아보기 버튼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
보는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모델 표 보기

<결함>

결함 모듈의 데이터 표에 결함을 표시합니다.

설명

선택한 결함에 대한 요약, 설명 및 주석을 데이터 표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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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결함 모듈의 결함에 요구 사항을 링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결함에 대한 결함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열고 링크된 엔터티 탭, 기타 탭 순으로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의 링크

관련 작업

결함을 링크하는 방법(726페이지)

참고 항목

결함 링크(722페이지)

를 클릭한 다음 선택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요구 사항 세부 정보 표시 - 트리에서 선택한 요구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 세
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새로 고침 - 최신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 사항 트리를 새로 고침합니다.
필터/정렬 - 선택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찾기 상자>

검색하려는 요구 사항 이름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찾기 - 찾기 상자에서 지정한 값에 대한 요구 사항 트리를 검색합니다.
ID를 사용하여 엔터티로 이동 - 요구 사항으로 이동 대화 상자를 열고 트리
에서 요구 사항 ID에 따라 요구 사항을 검색합니다.

<요구 사항 트리>

요구 사항 모듈에서 요구 사항 트리를 표시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요구 사항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결함에 요구 사항을 두 개
이상 할당할 수 있습니다.
결함에서 할당된 요구 사항을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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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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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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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개요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은 ALM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 모듈
대시보드 모듈에서 그래프, 프로젝트 보고서 및 Excel 보고서를 작성하여 ALM 데이터를 분석합니
다. 또한 여러 그래프를 나란히 표시하는 대시보드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다음과 같은 모듈이 있습니다.
l

분석 보기 모듈 - 모든 분석 항목을 구성하는 분석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프, 프로젝트 보고서 및
Excel 보고서 분석 유형의 분석 항목이 지원됩니다.
필요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분석 메뉴 탭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탭을 사용하여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랩과 같은 특정 모듈의 분석 메뉴 안에서 생성한 분석 항목을 관리할 수 있습
니다.

l

대시보드 보기 모듈 - 대시보드 페이지를 구성하는 대시보드 트리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페이지
에서는 분석 트리에서 만든 여러 그래프를 배열하고 단일 보기로 표시합니다.

추가 분석 도구
l

실시간 분석 그래프 -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 집합과 관련된 데이터의 동적 그래픽 표현을 만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시간 분석 그래프(85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Sprinter에서의 실행에 대한 실행 단계 정보는 보고 도구에 없습니다.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이 작업은 ALM에서 다양한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석 개요(75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작업은 상위 수준 작업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로드
맵(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그래프 생성(비즈니스 보기 그래프 포함)(751페이지)

l

대시보드 페이지 생성(751페이지)

l

프로젝트 보고서 생성(75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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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cel 보고서 생성(751페이지)

l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생성(751페이지)

l

분석 항목 및 대시보드 페이지 관리(751페이지)

l

실시간 분석 그래프 생성(751페이지)

그래프 생성(비즈니스 보기 그래프 포함)
l

l

선택한 데이터를 그래프 형식으로 봅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
(76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데이터를 그래프 형식으로 봅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0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페이지 생성
선택한 그래프를 그룹화하고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77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보고서 생성
선택한 데이터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81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cel 보고서 생성
SQL 쿼리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의 형식을 Microsoft Excel로
지정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3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생성
Microsoft Excel에서 DQL 쿼리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의 형식
을 지정합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48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분석 항목 및 대시보드 페이지 관리
분석 및 대시보드 트리에서 분석 항목과 대시보드 페이지를 구성합니다. 폴더를 만들고 항목을 이동,
복사, 이름 바꾸기, 삭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분석 보기 메뉴 및 버튼(75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실시간 분석 그래프 생성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사용하면 테스트 계획 주제 및 테스트 집합과 관련된 동적 그래프를 만들고 표
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5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75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0장: 분석 소개

대시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보기 창

752

대시보드 보기 창

754

분석 보기 메뉴 및 버튼

755

대시보드 보기 메뉴 및 버튼

760

대시보드 아이콘

762

세부 정보 탭

763

분석 항목 공유 대화 상자

764

분석 보기 창
이 창에서는 분석 항목을 만들고 관리하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 항목에는 그래프, 프로젝트 보고서,
Excel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참고 항목

분석 개요(7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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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분석 보기 탭

개인 및 공용 루트 폴더 아래에 분석 항목을 구성할 수 있는 트리를 포함합니다.
l

l

공용 폴더에서 만든 분석 항목은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인 폴더에서 만든 분석 항목은 해당 항목을 만든 사용자만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분석 메뉴 탭

n

공용 폴더의 분석 항목에는 사용자 그룹에 대한 데이터 숨기기 정의
에 따라 사용자별로 각기 다른 결과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권
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n

폴더 내에서 분석 항목을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트리 보기를 새로 고
치면 폴더 항목이 알파벳순으로 정렬됩니다.

요구 사항 및 테스트 계획과 같은 모듈 내에서 생성된 분석 항목의 동작을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분석 항목은 해당 항목이 표시되는 모듈에 따라 나열됩니다.
사용 가능: 필요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분석 보기 공
통 UI 요소>

l

l

l

분석 보기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분석 보기 메뉴 및 버튼
(75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대시보드 아이콘(762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45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세부 정보 탭

선택한 분석 항목 또는 폴더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정
보 탭(76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탭

선택한 분석 항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

그래프: 구성 탭/창 - 그래프(776페이지)

l

프로젝트 보고서: 구성 탭 - 프로젝트 보고서(820페이지)

l

Excel 보고서: 구성 탭 - Excel 보고서(836페이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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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보기 탭

선택한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보기 탭 - 그래
프/그래프 창(7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프로젝트 보고서 및 Excel 보고서는 Microsoft Excel 및 Word와 같
은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표시됩니다.

대시보드 보기 창
이 창에서는 대시보드 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대시보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771페이지)

참고 항목

분석 개요(75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대시보드 보기
공통 UI 요소>

설명
l

l

l

HP ALM (12.00)

대시보드 보기 메뉴 및 버튼 - 명령 및 버튼에 대한 설명은 대시보드 보기
메뉴 및 버튼(76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아이콘 -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대시보드 아이콘(7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ALM 마스트헤드, 메뉴, 사이드바 - 자세한 내용은 ALM 공통 영역(45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754/86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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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대시보드 트리> 공용 및 개인 루트 폴더 아래에 대시보드 페이지를 구성합니다.
공용 폴더에서 만든 대시보드 페이지는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l

개인 폴더에서 만든 대시보드 페이지는 해당 페이지를 만든 사용자만이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l

공용 대시보드 페이지는 공용 그래프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l

참고:
l

l

공용 폴더의 대시보드 페이지에는 사용자 그룹에 대한 데이터 숨기기
정의에 따라 사용자별로 각기 다른 결과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폴더 내에서 대시보드 페이지를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트리 보기를 새
로 고치면 폴더의 대시보드 페이지가 알파벳순으로 정렬됩니다.

세부 정보 탭

선택한 대시보드 페이지 또는 폴더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
부 정보 탭(76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탭

선택한 대시보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
는 구성 탭 - 대시보드 페이지(78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기 탭

선택한 대시보드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보기
탭 – 대시보드 페이지(78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분석 보기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분석 보기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팁: 분석 보기 모듈에서 메뉴 모음에 액세스하려면 A LT 바로 가기 키를 누릅
니다.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대시보드 아이콘(762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755/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0장: 분석 소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메뉴

설명

URL 복사/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분석 항목 또는 폴더를 복사하여 해당 URL을 링크로
붙여넣습니다. 항목 자체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
메일 또는 문서와 같은 다른 위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
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ALM이 열리고 해당 항목으로 이
동합니다. 아직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면 ALM에서 먼저 로
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분석 메뉴 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사/붙여넣기

편집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또는 여러 프로젝트 간에 선택한 분
석 항목 또는 폴더를 복사합니다.
참고: 다음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 보고서를 다른 프로
젝트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l

l

l

잘라내기/붙여넣기

편집

보고서에 사용되는 프로젝트 템플릿의 이름, 유형
및 범주는 두 프로젝트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보고서는 기준선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엔터티는 대상 프로젝트에
서 정의됩니다.

선택한 분석 항목 또는 폴더를 트리의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
다.
분석 항목을 공용 폴더에서 개인 폴더로 이동하는 경우 분석
항목이 포함된 공용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제거됩니다.
팁: 분석 항목을 트리의 새 위치로 끌어 오는 방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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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편집

선택한 분석 항목 또는 폴더를 삭제합니다. 루트 폴더를 삭
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

참고:
l

l

l

폴더를 삭제하면 그 안에 포함된 항목도 모두 삭제
됩니다.
그래프를 삭제하면 그래프를 포함하는 대시보드 페
이지에서 해당 항목이 제거됩니다.
분석 메뉴 탭에서 그래프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삭제하는 경우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해야 그
래프/보고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확장/축소

보기

선택한 폴더 아래의 노드를 모두 확장/축소합니다.

Excel 보고서 정의
내보내기

편집

선택한 Excel 보고서 정의를 XML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
다. 그런 다음 Excel 보고서 정의를 다른 프로젝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 분석 메뉴 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석

선택한 분석 항목을 생성합니다.
그래프: 보기 탭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보기 탭이 이미 선택
되어 있는 경우 분석 항목이 최신 데이터로 새로 고쳐집니
다.
프로젝트 보고서 및 Excel 보고서: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결
과가 표시됩니다.

그래프 마법사

분석

그래프를 만들고 구성할 수 있는 그래프 마법사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cel 보고서 정의
가져오기

편집

이전에 XML 파일로 내보낸 Excel 보고서 정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정의는 선택한 분석 트리 폴더에 추가됩
니다.
참고: 분석 메뉴 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분석

새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대화 상자를 열고 분석 트리
에서 새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 비즈니스 보기 그
래프

분석

새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 대화 상자를 열고 분석 트리에서
새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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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새 Excel 보고서

분석

새 Excel 보고서 대화 상자를 열고 분석 트리에서 새 Excel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Excel 보고서
대화 상자(84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분석 메뉴 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석
새 폴더

새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분석 트리에서 선택한 폴더 아래
에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 루트 폴더 아래에 만든 폴더는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공용 루트 폴더 아래에 만든 폴더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예외: 폴더 이름은 25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문
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
참고: 분석 메뉴 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 그래프

새 항목

분석

새 그래프 대화 상자를 열고 분석 트리에서 새 그래프를 만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그래프 대화 상자(796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도구 모음

그래프 마법사를 시작하거나, 새 그래프, 비즈니스 보기 그
래프, 프로젝트 보고서, Excel 보고서 또는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분석 트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l

l

새 프로젝트 보고서

HP ALM (12.00)

분석

분석 메뉴 탭에서는 Excel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새 그래프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분석 메뉴 탭에
추가하는 경우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해야 추
가된 그래프/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보고서 대화 상자를 열고 분석 트리에서 새 프
로젝트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프로
젝트 보고서 대화 상자(8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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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새 릴리스 분석 > 릴
리스 성과표

분석

새 그래프 대화 상자를 열고 분석 트리에서 새 릴리스 성과
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그래프 대
화 상자(79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 릴리스 분석 > 시
간별 KPI 그래프

분석

새 그래프 대화 상자를 열고 분석 트리에서 새 시간별 KPI 그
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그래프 대화 상
자(79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 릴리스 분석 >
KPI 분해 그래프

분석

새 그래프 대화 상자를 열고 분석 트리에서 새 KPI 분해 그래
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그래프 대화 상자
(79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 릴리스 분석 > 시
간별 KPI 분해 그래
프

분석

새 그래프 대화 상자를 열고 분석 트리에서 새 시간별 KPI 분
해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그래프 대
화 상자(79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LM 버전: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보기

최신 정보를 표시하도록 분석 트리를 새로 고칩니다.

편집

선택한 분석 항목 또는 폴더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
이름 바꾸기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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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메뉴

설명

분석 항목 공유

편집

다른 사용자가 ALM 외부에서 선택한 그래프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석 항목 공유 대
화 상자(7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그래프, 프로젝트 보고서
참고: 분석 메뉴 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시보드 보기 메뉴 및 버튼
이 섹션에서는 대시보드 보기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버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대시보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팁: 대시보드 보기 모듈에서 메뉴 모음에 액세스하려면 A LT 바로 가기 키
를 누릅니다.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771페이지)
l

대시보드 아이콘(762페이지)

l

대시보드 보기 창 (75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메뉴

설명

URL 복사/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대시보드 페이지 또는 폴더를 복사하여 해당 URL을
링크로 붙여넣습니다. 항목 자체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 메일 또는 문서와 같은 다른 위치에 주소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ALM이 열리고 해당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아직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면 ALM에서 먼저 로
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복사/붙여넣기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또는 여러 프로젝트 간에 선택한 대
시보드 페이지 또는 폴더를 복사합니다.

편집

대시보드 페이지를 붙여 넣는 경우 ALM에서 대시보드 페이
지에 포함된 그래프를 복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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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0장: 분석 소개

UI 요소

메뉴

설명

잘라내기/붙여넣기

편집

선택한 대시보드 페이지 또는 폴더를 트리의 다른 위치로 이
동합니다.
개인 폴더에서 공용 폴더로 대시보드 페이지를 이동하면
ALM의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개인 그래프가 모두 제거됩니
다.
팁: 대시보드 페이지를 트리의 새 위치로 끌어 오는 방
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
삭제

선택한 대시보드 페이지 또는 폴더를 삭제합니다. 루트 폴더
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폴더를 삭제하면 그 안에 포함된 항목도 모두 삭
제됩니다.

확장/축소

보기

선택한 폴더 아래의 노드를 모두 확장/축소합니다.

내보내기

대시보드

선택한 대시보드 페이지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대시보드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시보드 페이지 레이아웃 - 대시보드 페이지가 원래 형식
으로 저장됩니다.
페이지 당 한 개 항목 레이아웃 - 대시보드 페이지의 각 그래
프가 별도의 페이지에 저장됩니다.
사용 가능: 보기 탭

대시보드

선택한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고 보기 탭에 표시합니다.
보기 탭이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경우 대시보드 페이지가 최신
데이터로 새로 고쳐집니다.

대시보드
새 폴더

새 폴더 대화 상자를 열고 대시보드 트리에서 선택한 폴더
아래에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 루트 폴더 아래에 만든 폴더는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공용 루트 폴더 아래에 만든 폴더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예외: 폴더 이름은 25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문
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

대시보드
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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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시보드 페이지 대화 상자를 열고 새 대시보드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대시보드 페이지 대화
상자(79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76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0장: 분석 소개

UI 요소

메뉴

설명

보기

최신 정보를 표시하도록 대시보드 트리를 새로 고칩니다.

편집

선택한 대시보드 페이지 또는 폴더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
다.

새로 고침
이름 바꾸기

대시보드 아이콘
이 섹션에서는 대시보드 모듈에 표시되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액세스 방법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 또는 대시보드 보기를 선택합니
다.

관련 작업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분석 폴더 - 분석 항목 또는 대시보드 페이지를 구성하는 폴더입니다.
대시보드 페이지 - 대시보드 트리의 대시보드 페이지입니다.
Excel 보고서 - 분석 트리의 Excel 보고서입니다.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분석 트리의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입니다.
그래프 - 분석 트리의 그래프입니다.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 - 분석 트리의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입니다.
KPI 분해 그래프 - 분석 트리의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그래프입니다.
KPI 분해 진행률 그래프 - 분석 트리의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그래프입니다.
KPI 진행률 그래프 - 분석 트리의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그래프입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 분석 트리의 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릴리스 성과표 그래프 - 분석 트리의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그래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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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0장: 분석 소개

세부 정보 탭
이 탭에서는 선택한 분석 항목, 대시보드 페이지 또는 폴더의 세부 정보를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 또는 대시보드 보기를 선택하
고 항목 또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l

l

이름 및 제목 필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의 다른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이 탭에서 설명 필드를 클릭하면 텍스트의 서식을 지정하고 맞춤법을 검사
하기 위한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관련 작업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참고 항목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엔터티

분석 항목으로 샘플링된 데이터 집합입니다.
사용 가능: 분석 항목

유형

분석 항목 유형입니다.
사용 가능: 분석 항목

하위 유형

그래프 유형입니다.

이름

분석 항목, 대시보드 페이지 또는 폴더의 트리 표시 이름입니다.
그래프에서 그래프 위에 표시되는 기본 제목입니다.

마지막 수정 날짜

분석 항목 또는 대시보드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및 시간입니
다.

수정한 사람

분석 항목 또는 대시보드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용자입니다.

소유자/페이지 소유자

분석 항목, 대시보드 페이지 또는 폴더를 만든 사용자입니다. 공용 항목
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소유자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목

대시보드 페이지의 머리글에 표시되는 제목입니다.
사용 가능: 대시보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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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0장: 분석 소개

분석 항목 공유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그래프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ALM 클라이언트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분석 트리에서 그래프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분석 항목 공유를 선택합니다.
l

URL 끝에 &width=xx 또는 &height=xx 특성을 추가하면 그래프의 너비와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l

분석 메뉴 탭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

l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812페이지)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분석 항목 URL
복사(인증 필요)

선택한 그래프 또는 보고서의 URL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분석 항목 공용
URL 복사

선택한 그래프 또는 보고서의 URL을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분석 항목 공용
URL 다시 설정

이전에 분석 항목 공용 URL 복사를 선택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선택된 그
래프 또는 보고서의 공용 읽기 전용 버전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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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이 그래프 또는 보고서를 볼 수 있습
니다.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764/860 페이지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

766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

768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

771

엔터티 그래프 유형

772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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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 그래프는 다른 데이터 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ALM에서는 다음 유형의 그래픽을 만들 수 있습니다.
l

l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 - 비즈니스 값 정보만 반영하며 하나 또는 여러 엔터티를 나타내는 비즈니
스 보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프입니다.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보
기 그래프 개요(7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엔터티 그래프 - 각 그래프는 요구 사항이나 결함과 같은 하나의 엔터티만을 기반으로 하며, 이
그래프를 통해 엔터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엔터티 그래프를 만들 때 다양한 그래픽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유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엔터티 그래프 유형(77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엔터티 그래프를 볼 때 각각의 막대 또는 세그먼트로 나타나는 레코드로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분석 보기 모듈에서 그래프를 만들고 나면 여러 그래프를 선택하고 정렬할 수 있으며 대시보드 페이
지에서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 ALM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프 만들기
다음 표는 그래프를 만드는 다양한 옵션을 나열한 것입니다.
옵션

설명

미리 정의

특정 모듈과 관련된 데이
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그래프는 기존 모듈 필터
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미리 정의된 그래프를 향
후 참조용으로 분석 보기
모듈에 저장할 수 있습니
다.

분석 보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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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다
양한 구성을 설정하고 폴
더에서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l

그래프 유형

비즈니스 구성 요소 엔터티
모듈

l

결함 모듈

l

요구 사항 모듈

l

테스트 랩 모듈

l

테스트 계획 모듈

분석 보기 모듈

l

엔터티

l

비즈니스 보기

766/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옵션

설명

그래프 마법사

그래프를 만들고 구성하
는 단계를 통해 안내합니
다.

사용 가능
l

l

분석 보기 모듈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

l

결함 모듈

l

요구 사항 모듈

l

테스트 랩 모듈

l

테스트 계획 모듈

그래프 유형
l

l

엔터티
비즈니스 보기(분석 보
기 모듈에서만 가능)

ALM 버전: 상호 프로젝트 그래프는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 또는 Performance
Center Editio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 및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
는 방법(77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 개요
비즈니스 보기는 데이터베이스 위에 있는 데이터 계층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나타
내는 프로젝트 엔터티 필드만 표시합니다.
예
기준선 엔터티를 기준으로 하는 비즈니스 보기에는 이름, 설명, 기준선 ID 필드가 포함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필드에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기준선 정보를 이해해야 하는 그래프 소비자에
게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이 비즈니스 보기에는 비즈니스 측
면에서 중요하지 않은 첨부 파일 및 자동 완성 유형 필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보기는 기준선 또는 결함과 같은 단일 엔터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링크된 요구 사항이
있는 결함과 같이 엔터티 간 더 복잡한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기를 기준으로 하는 그래프를 만들면 그래프 전체에서 표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
니다. 같은 비즈니스 보기를 기준으로 하는 다른 그래프는 참조의 공통 프레임을 반영합니다. 이는
순수한 비즈니스 가치를 그래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에서 미리 정의된 비즈니스 보기 외에 추가 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는 항상 요약 그래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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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보기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100MB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사이트 구성 탭에서 MAX_
GRAPH_RESULT_DATA_TABLE_VOLUME 매개 변수를 수정하여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
이 작업은 ALM에서 그래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76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그래프 만들기(768페이지)

l

그래프 구성(769페이지)

l

그래프 보기(769페이지)

l

그래프 범주 편집(769페이지)

l

엔터티 그래프: 그래프 데이터로 드릴다운(770페이지)

l

ALM 외부에서 그래프 공유(770페이지)

l

대시보드 페이지 만들기(771페이지)

1.

그래프 만들기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n

그래프 마법사 시작
그래프 마법사는 비즈니스 보기 또는 엔터티 그래프를 만들고 그 설정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
된 단계를 통해 안내합니다. 그래프 마법사를 분석 보기 모듈에서 시작하거나 다른 ALM 모듈
중 하나에서 작업하는 동안 시작합니다.
분석 보기 모듈의 경우 -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하고 폴더를 마우
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그래프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여 비즈니
스 보기 및 엔터티 그래프를 만듭니다.
다른 모듈의 경우 - 요구 사항,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또는 결함 모듈에
서 분석 > 그래프> 그래프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이 방법은 엔터티 그래프만 만듭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엔터티 그래프: 미리 정의된 그래프 만들기
요구 사항,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또는 결함 모듈에서 작업하는 동안 모
듈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임시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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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듈 중 하나에서 분석 > 그래프를 선택하고 미리 정의된 그래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보기 탭 - 그래프/그래프 창(7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분석 보기 모듈에서 그래프 만들기
i. 분석 보기 모듈을 엽니다.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
다.
ii. 폴더를 분석 트리에 추가합니다. 개인 또는 공용 루트 폴더 아래의 폴더를 마우스 오른
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다.
iii. 새 그래프를 만듭니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그래프 유형을 선택합
니다. 엔터티 그래프의 경우 새 그래프를 선택하고,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의 경우 새 비
즈니스 보기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새 그래프 대화 상자 또는 새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
대화 상자의 필드 값을 각각 채웁니다.
새 그래프 대화 상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 그래프 대화 상자
(79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그래프 구성
데이터 필터링, 그룹화, X축 값과 같은 그래프 설정을 구성합니다.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구성 탭/창 - 그래프(776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분석 보기 모듈

3.

그래프 보기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n

분석 보기 모듈의 경우 -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n

다른 모듈의 경우 - 모듈 메뉴에서 분석 > 최근에 사용한 분석을 선택하고 최근에 사용한 그
래프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래프가 분석 보기 모듈에서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보기 탭 - 그래프/그래프 창(7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그래프 범주 편집
그룹화 기준 또는 X축 필드로 값을 그룹화할 수 있고 조합된 데이터를 하나의 범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a. 보기 탭 또는 그래프 창에서 범주 편집 화살표
선택합니다.

를 클릭하고 사용 가능한 옵션 중 하나를

b. 기존 범주를 만들거나 변경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유형> 범주 편집 대화
상자(7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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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래프 그룹화 기준 필드에서 우선 순위 필드가 선택되어 있으며 우선 순위 필드에 5개
의 값(Low, Medium, High, Very High, Urgent)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Medium과
High 값을 Important 범주와 결합하고, Very High와 Urgent 값을 Critical 범
주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범주 (Low, Important, Critical)로 나뉜 데이
터가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5.

엔터티 그래프: 그래프 데이터로 드릴다운
막대형 및 원형 차트에서, 선택한 막대 또는 세그먼트로 표시되는 레코드로 드릴다운할 수 있고
개별 레코드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ALM 버전: 상호 프로젝트 그래프는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
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 보기 탭 또는 그래프 창의 그래프에서 세그먼트 또는 막대를 클릭합니다.
b. 세그먼트 또는 막대가 여러 프로젝트의 레코드를 나타내면 프로젝트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
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c. 다른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보도록 선택했거나 세그먼트 또는 막대가 다른 프로젝트의 레코
드만을 나타내면 프로젝트가 별도의 브라우저 창에서 열립니다. 해당하는 경우 로그인하라
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관련 ALM 모듈에 레코드가 표시됩니다.
d. 세그먼트 또는 막대가 현재 프로젝트의 레코드만 나타내거나 현재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보
도록 선택했으면 레코드가 결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결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80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ALM 외부에서 그래프 공유
ALM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그래프의 읽기 전용 버전을 ALM 외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a. 분석 트리에서 그래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분석 항목 공유를 선택합니다.
b. 분석 항목 공유 대화 상자에서 공유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석 항
목 공유 대화 상자(7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그래프의 URL이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c. 웹 사이트 또는 전자 메일에 URL을 붙여넣습니다.
d. URL을 클릭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그래프의 읽기 전용 버전을 엽니다. 그래프에 액세스할 때
마다 설정 간격 이후에 최신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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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GRAPH_RESULTS_LIFESPAN 사이트 구성 매개 변수를 추가하고 구성하여 그
래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빈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분석 보기 모듈
7.

대시보드 페이지 만들기
일부 그래프를 한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봅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77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
이 작업은 여러 그래프를 단일 보기로 배열할 수 있는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온라인 도움말의 이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771페이지)

l

대시보드 페이지 만들기(771페이지)

l

대시보드 페이지 구성(772페이지)

l

대시보드 페이지 보기(772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그래프는 분석 보기 모듈에 정의됩니다. 그래프 만들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를 생
성하는 방법(76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대시보드 페이지 만들기
대시보드 페이지를 대시보드 트리의 폴더에 추가합니다.
a. 대시보드 보기 모듈을 엽니다.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대시보드 보기를 선택
합니다.
b. 폴더를 대시보드 트리에 추가합니다. 개인 또는 공용 루트 폴더 아래의 폴더를 마우스 오른
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다.
c. 새 대시보드 페이지를 만듭니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페이지를 선
택합니다. 대시보드 페이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새 대시
보드 페이지 대화 상자(79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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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세부 정보 탭을 클릭하고 대시보드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세부 정보 탭(76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대시보드 페이지 구성
대시보드 페이지에 포함할 그래프를 배열합니다.
대시보드 보기 모듈에서 대시보드 페이지를 선택하고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 세부 정보는 구성 탭 - 대시보드 페이지(78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대시보드 페이지 보기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고 봅니다.
대시보드 보기 모듈에서 대시보드 페이지를 선택하고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 세부 정보는 보기 탭 – 대시보드 페이지(78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엔터티 그래프 유형
ALM을 사용하여 요구 사항, 테스트, 테스트 인스턴스, 테스트 실행, 결함, 비즈니스 구성 요소에 대
한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마다 다른 그래프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요구 사항 그래프 (772페이지)

l

테스트 계획 그래프(773페이지)

l

테스트 랩 그래프(773페이지)

l

결함 그래프(774페이지)

l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 그래프(775페이지)

요구 사항 그래프
요구 사항에 대해 다음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설명

요구 사항 적용 범
위 그래프

테스트 적용 범위 상태에 따라 현재 ALM 프로젝트에 포함된 요구 사항 수를
보여 줍니다.
참고: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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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설명

요구 사항 진행률
그래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점에서 ALM 프로젝트에 누적된 요구 사항 수를 보여
줍니다.
X축을 따라 표시되는 시간 간격 및 ALM이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준이 되는
요구 사항 정보를 지정합니다. 요구 사항 수 또는 요구 사항 수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요구 사항 요구 그
래프

현재 ALM 프로젝트에 있는 요구 사항 수를 보여 줍니다.

요구 사항 추세 그
래프

표시되는 각 시간 간격에 대해 ALM 프로젝트의 특정 요구 사항 필드에 대한
변경 기록 내역을 보여 줍니다.

X축을 따라 표시되는 데이터 유형 및 ALM이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준이 되
는 요구 사항 정보를 지정합니다.

변경 수를 확인할 필드와 데이터를 확인할 기간을 지정합니다.
각 상태 변경은 이 그래프를 위해 한 번만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필드가 Not
Completed에서 Passed로 변경되고 Not Completed로 변경되었으면
Not Completed 상태 변경만 이 그래프에서 한 번 기록됩니다.

테스트 계획 그래프
테스트에 대해 다음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설명

테스트 계획 진행
률 그래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점에서 ALM 프로젝트에 누적된 테스트 수를 보여 줍
니다.
X축을 따라 표시되는 시간 간격 및 ALM이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준이 되는
테스트 계획 정보를 지정합니다. 테스트 수 또는 테스트 수의 변경 내용을 확
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테스트 계획 요약
그래프

현재 ALM 프로젝트에 있는 테스트 수를 보여 줍니다.

테스트 계획 추세
그래프

표시되는 각 시간 간격에 대해 ALM 프로젝트의 특정 테스트 계획 필드에 대
한 변경 기록 내역을 보여 줍니다.

X축을 따라 표시되는 데이터 유형 및 ALM이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준이 되
는 테스트 계획 정보를 지정합니다.

변경 수를 확인할 필드와 데이터를 확인할 기간을 지정합니다.
각 상태 변경은 이 그래프를 위해 한 번만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필드가
Ready에서 Repair로 변경되고 Ready로 변경되었으면 Ready 상태 변경
만 이 그래프에서 한 번 기록됩니다.

테스트 랩 그래프
테스트 인스턴스 및 실행에 대해 다음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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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설명

테스트 집합 진행
률 그래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점에서 테스트 집합에 누적된 테스트 수를 보여 줍니
다.
X축을 따라 표시되는 시간 간격 및 ALM이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준이 되는
테스트 정보를 지정합니다. 테스트 수 또는 테스트 수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참고: 테스트 랩 모듈에서 그래프를 만드는 경우 현재 테스트 집합만 포
함할지 또는 모든 테스트 집합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요약
그래프

테스트 집합에 속하는 ALM 프로젝트의 테스트 수를 보여 줍니다.
X축을 따라 표시되는 데이터 유형 및 ALM이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준이 되
는 테스트 집합 정보의 테스트 계획과 테스트를 지정합니다.
참고: 테스트 랩 모듈에서 그래프를 만드는 경우 현재 테스트 집합만 포
함할지 또는 모든 테스트 집합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 그래프
그래프

설명

테스트 실행 요약 그래프

프로젝트의 실행 상태를 테스터별로 그룹화하여 보여 줍니다.

결함 그래프
결함에 대해 다음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설명

결함 기간 그래프

ALM 프로젝트의 결함 수명을 보여 줍니다. 결함의 수명은 보고 시 시작하여
해결 시 종료됩니다.
Y축을 따라 표시되는 데이터 및 ALM이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준이 되는
결함 정보를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나누는 데 사용할 시간 간격을 지정합니
다.
종료 결함 기간은 보고된 날짜와 종료된 날짜 간의 차이입니다. 결함이 종료
된 후 그 기간은 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함 진행률 그래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점에서 ALM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결함 또는 해당 결
함을 해결하는 데 소요된 예상/실제 시간을 보여 줍니다.
X축을 따라 표시되는 시간 간격, ALM이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준이 되는
결함 정보, Y축을 따라 표시되는 데이터 등을 지정합니다. 결함 수 또는 결함
수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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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설명

결함 요약 그래프

ALM 프로젝트의 결함 수 또는 해당 결함을 해결하는 데 소요된 예상/실제
시간을 요약하여 보여 줍니다.
X축을 따라 표시되는 데이터 유형, Y축을 따라 표시되는 데이터 유형, ALM
이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준이 되는 결함 정보 등을 지정합니다.

결함 추세 그래프

표시되는 각 시간 간격에 대해 ALM 프로젝트의 특정 결함 필드에 대한 변경
기록 내역을 보여 줍니다.
변경 수를 확인할 필드와 데이터를 확인할 기간을 지정합니다. 각 우선 순위
변경은 이 그래프를 위해 한 번만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필드가 긴 급 에서
매 우 높 음 으로 변경된 후 다시 긴 급 으로 변경되었으면 긴 급 우선 순위
변경만 이 그래프에서 한 번 기록됩니다.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 그래프
비즈니스 구성 요소에 대해 다음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설명

구성 요소 요약 - '상태'별
그룹화 그래픽

현재 ALM 프로젝트에 있는 구성 요소 수를 보여 줍니다. 구성 요소 수
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표시됩니다.
X축을 따라 표시되는 데이터 유형 및 ALM이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
준이 되는 테스트 계획 정보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막
대형 차트로 나타납니다.

구성 요소 진행 - '상태'별
그룹화

일정 기간 동안 각 시점에서 ALM 프로젝트의 특정 구성 요소 필드에
대한 변경 기록 내역을 보여 줍니다.
변경 수를 확인할 필드와 데이터를 확인할 기간을 지정합니다. 막대
형 차트로만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추세 - '상태'별
그룹화

일정 기간 동안 각 시점에서 ALM 프로젝트의 특정 구성 요소 필드에
대한 변경 기록 내역을 보여 줍니다.
변경 수를 확인할 필드와 데이터를 확인할 기간을 지정합니다. 막대
형 차트로만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탭/창 - 그래프

776

보기 탭 - 그래프/그래프 창

782

구성 탭 - 대시보드 페이지

786

보기 탭 – 대시보드 페이지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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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마법사

789

새 그래프 대화 상자

796

비즈니스 보기 선택 대화 상자

797

새 대시보드 페이지 대화 상자

797

프로젝트 선택 대화 상자

798

<유형> 범주 편집 대화 상자

799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

800

결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

801

구성 탭/창 - 그래프
분석 보기 모듈의 구성 탭 및 프로젝트 보고서의 구성 탭에 있는 그래프 구성 창에서는 그래프에 포함
할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상호 프로젝트 그래프는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
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액세스 방법

구성 탭: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분석 보기 모듈에서 그래프를 선택하고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경우 분석 보기 모듈의 분석 메뉴 탭에서 그래
프를 선택하고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구성 창: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분석 트리를 확장하고 프로젝트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섹션 노드를 선택합니다.
4. 그래프 선택 영역에서 그래프를 선택하고 구성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HP ALM (12.00)

사용 가능한 구성 옵션은 그래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l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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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l

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766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그래프 유형

설명

비즈니스 보기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의 기반이 되는 비즈니스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자 옆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목
록에서 원하는 비즈니스 보기를 선택한 다음 확인
을 클릭합니다.

기간

엔터티(진행률 및 추
세 그래프만 해당)

그래프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서 기간을 선택합니다.
l

l

l

l

수명 그룹화

엔터티(결함만 해당)

l

HP ALM (12.00)

엔터티(진행률 및 추
세 그래프만 해당)

주/월/분기/년 -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고정
기간입니다. 화살표를 사용하여 다음 또는 이전
기간으로 이동하거나 드롭다운 일정에서 기간
의 시작 날짜 또는 종료 날짜를 설정합니다.
마지막 - 현재 날짜에서 끝나는 기간입니다. 시
간 단위(일, 주, 월, 분기 또는 년)를 선택하고 그
래프에 적용할 시간 단위 수를 설정합니다.
모든 날 - 프로젝트 시작부터 현재 날짜까지의
모든 기간을 포함합니다.

한 열에서 특정 기간보다 오래된 결함(예: 6개월 이
상)을 모두 그룹화하고 두 번째 열에서는 해당 기간
을 넘지 않은 결함을 모두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 가능한 모든 기간의 결함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l

해상도

사용자 지정 - 두 날짜 사이의 기간입니다. 시작
날짜 및 종료 날짜를 설정합니다.

두 열에서 결함을 그룹화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기간을 모두 보려면 그룹화 없
음을 선택합니다.

데이터가 X축을 기준으로 그룹화되는 시간 간격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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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그래프 유형

표시 옵션

엔터티(진행률 그래프
만 해당)

설명
l

l

Y축

l

l

비즈니스 보기
엔터티(요약 및 수
명 그래프만 해당)

l

l

l

l

HP ALM (12.00)

비즈니스 보기
엔터티(요약 그래
프만 해당)

선택한 기간 동안 요구 사항, 테스트 또는 결함
의 수에서 변경된 내용을 보려면 시간별 변경 내
용을 선택합니다. 각 기록은 0부터 시작됩니다.

Y축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l

X축

선택한 기간 동안의 요구 사항, 테스트 또는 결
함의 수를 보려면 원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총 항목 수(예: 열린 결함 수)를 표시하려면 개
수를 선택합니다.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 고유 개수를 선택하고
필드를 선택하여 해당 필드의 고유 값을 표시합
니다.
합계를 선택하고 숫자 필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결함 그래프에서 결함을 수정하는 데 필요
한 예상 시간을 표시하려면 예상 수정 시간을 선
택합니다. 결함을 수정하는 데 소요된 실제 시
간을 표시하려면 실제 수정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래프의 X축을 따라 표시되는 정보입니다.
팁: 상호 프로젝트 그래프에서 프로젝트별로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QC 프로젝트를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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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그룹화 기준

그래프 유형
l

비즈니스 보기

l

엔터티

설명
ALM의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데 기준
으로 사용할 정보를 결정하려면 특정 필드를 선택
합니다.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으
로는 문자열 또는 목록 필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 상호 프로젝트 그래프의 경우 프로젝트별
로 데이터를 그룹화하려면 QC 프로젝트를 선
택합니다.
진행률 또는 추세 그래프: 동일한 필드의 필터를 그
룹화 기준 필드로 설정하는 경우, 그래프의 그룹에
필터링에서 제외한 값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행
률 및 추세 그래프에서 그룹화는 이전 값에 대해 작
용하는 반면 필터는 현재 값에 대해 작용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결함 그래프의 그룹화 기준 필
드가 상태로 설정되어 있고 현재 필터에 상태가 열
림인 모든 결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래프를 생성하면 이전 상태가 열림인 모든 결함이
그래프에 표시됩니다(예: 필터에 거부됨이 포함되
지 않았더라도 거부됨이 표시됨).

'Not Covered' 상
엔터티(요구 사항만
태의 상위 항목 표시 해당)
전체 경로 표시

HP ALM (12.00)

Not Covered 상태의 상위 요구 사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엔터티(요약 그래프만 요약 그래프에서 주제 선택하는 경우 계획: 주제,
해당)
테스트: 주제 또는 테스트 집합: 이름을 X축 필드에
서 선택하면 ALM에 테스트 주제 폴더의 전체 경로
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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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필터 상태

그래프 유형

설명
특정 모듈의 분석 메뉴에서 생성된 그래프에 대한
동적 필터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l

사용자 지정 - 분석 메뉴 탭에서 사용자 지정된
필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수 필터 - 다음과 같이 사전 정의된 필터링 옵
션이 제공됩니다.
참고: 새 그래프에서 다른 모듈 유형의 분
석 메뉴에 그래프를 추가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필터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수
필터를 선택하면 그래프가 필터 없이 생성
됩니다. 예를 들어 결함 그래프를 요구 사
항 분석 메뉴에 추가하고 컨텍스트 필터링
옵션을 선택하면 ALM에서 선택 항목을 무
시하고 필터 없이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n

컨텍스트 - 모듈에서 현재 선택한 필터에 따
라 정보를 필터링합니다.

n

선택된 항목 - 모듈에서 현재 선택된 엔터티
에 대한 정보만 포함합니다.
참고: 테스트 랩 모듈에서 선택한 엔터
티는 선택한 테스트 집합이 아니라 선택
한 테스트 실행 인스턴스에 해당합니다.

n

선택된 항목(하위 항목 포함) - 계층 구조 엔
터티의 경우 선택한 상위 엔터티와 함께 하위
엔터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n

현재 엔터티 기반 - 모듈의 현재 포커스된 항
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옵션을 사
용하여 테스트 집합 수준의 테스트 랩 모듈에
서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분석 메뉴 탭만 해당됩니다. 필요한 관
리자 권한이 있어야 이 탭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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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그래프 유형

설명

엔터티

필터 설정 - 선택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조건 선택 대
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필터 상자에 현재 필터가 표시됩니다.
참고: 그룹화 기준 필드와 동일한 필드로 필터
를 설정하면 기록 내역 데이터가 그래프에 표
시될 수 있습니다.

l

비즈니스 보기

l

엔터티

비즈니스 보기

필터 지우기 - 현재 필터를 지웁니다.

필터 설정 복사/붙여넣기 - 한 비즈니스 보기 그래
프에서 필터 설정을 복사하여 다른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그래프에서 복잡한 필터를 재현하는 데
유용합니다.
참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l

<필드 필터 테이블> 비즈니스 보기

원본 그래프 및 대상 그래프에 포함된 필드
의 기술적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대상 그래프는 원본 그래프보다 더 많은 필
드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보다 적은 필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의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
습니다.
l

l

l

필드 이름 - 비즈니스 보기의 필드를 나열합니
다.
조건 - 각 필드의 필터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
다.
OR - 필드에 대한 필터 조건을 정의할 때 표시
되는 선택적 열입니다. 해당 필드에 대한 추가
필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날짜 및 문자열의 필터 조건 앞에는 등호
(=)가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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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그래프 유형
l

비즈니스 보기

l

엔터티

설명
프로젝트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상호 프로젝트 선
택 표의 프로젝트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프로젝트 선택 대화 상자(79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구성 탭(분석 메뉴 탭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프로젝트 선택

l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에 포함되는 프로젝트입니다.

l

엔터티

그래프에 포함되는 프로젝트 목록을 변경하려면
프로젝트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엔터티 그래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
음과 같습니다.
l

l

l

프로젝트를 그래프에서 추가하거나 제거
하는 경우에 항상 ALM은 필터 대화 상자의
필드와 다음 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을 업데
이트합니다. X축, Y축 및 그룹화 기준. 선택
한 모든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필드만 목록
에 포함됩니다. 동일한 필드란 필드 이름,
레이블 및 데이터 유형이 동일한 필드를 의
미합니다. 필드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
시오.
사용할 수 없게 된 필드를 사용하여 필터 조
건을 정의한 경우 해당 조건은 제거됩니다.
X축, Y축 및 그룹화 기준 상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필드를 선택하면 드롭다운 목록
의 첫 번째 필드가 선택됩니다.

사용 가능: 구성 탭(분석 메뉴 탭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보기 탭 - 그래프/그래프 창
보기 탭에서는 분석 보기 모듈에 저장된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비즈니스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및 결함 모듈의 그래프 창에서는 이러한 모듈
에서 작업하는 동안 사전 정의된 그래프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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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보기 탭: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l

분석 보기 모듈에서 그래프를 선택하고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경우 분석 보기 모듈의 분석 메뉴 탭에서 그래프
를 선택하고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결함 또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에서
분석 > 최근에 사용한 분석을 선택하고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그래프 창: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결함 또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에서
선택 분석 > 그래프를 선택하고 그래프 유형을 선택합니다.
분석 보기 모듈의 분석 트리에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섹션 노드를 선택하고 그래프 선택 영역에서 보기를 클릭합니
다.

l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766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생성 - 그래프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막대형 차트 - 요약, 추세 및 수명 그래프에서 차트 형식을 막대형 차트로
전환합니다.
원형 차트 - 요약 그래프에서 차트 형식을 원형 차트로 전환합니다.
원형 차트에서 X축 범주가 원형 세그먼트로 표시됩니다. Y축 수치는 세그
먼트의 크기로 표시됩니다.
참고: 원형 차트에는 그룹화 기준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꺾은선형 차트 - 진행률 그래프에서 차트 형식을 꺾은선형 차트로 전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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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데이터 표 - 표에서 그래프의 X축 매트릭스와 그룹화 기준 범주를 만듭니
다. 각 그룹화 기준 범주의 합계를 표시하는 합계 행이 추가됩니다. 모든 그
래프 유형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값 표시/숨기기 - 진행률 그래프에서 기타 모든 그룹화 기준 범주의
합계를 나타내는 <합계> 범주를 그래프에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팁: <합계> 범주를 표시한 후 범례에서 레이블을 클릭하면 범주가 숨
겨집니다.
왼쪽/오른쪽으로 스크롤 - 그래프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스크롤합니다.
이 버튼은 확대/축소 버튼을 사용할 때 활성화됩니다.
모두 표시 - 그래프를 원래 크기로 복원합니다. 이 버튼은 확대/축소 버튼
을 사용할 때 활성화됩니다.
확대/축소 - 그래프의 배율을 변경합니다.
그래프 이미지 저장 - 그래프를 막대형, 원형 또는 꺾은선형 차트로 볼 때
그래프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다양한 그래픽 파일 형식에서 선택할 수 있습
니다.
그래프 데이터 저장 - 데이터 표를 볼 때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
이터를 Excel 스프레드시트, Word 파일, HTML 문서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 설정 -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를 열고 그래프 제목, 그래프 색,
그래프 표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 모양 대
화 상자(8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클립보드에 그래프 복사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그래프 복사(컬러)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컬러로 복사합니다.

l

그래프 복사(흑백)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흑백으로 복사합니다.

l

l

HP ALM (12.00)

전체 화면 그래프 복사(컬러)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전체 화면에 맞게
확대된 크기로 컬러로 복사합니다.
전체 화면 그래프 복사(흑백)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전체 화면에 맞게
확대된 크기로 흑백으로 복사합니다.

784/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UI 요소

설명
그래프 인쇄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그래프 인쇄(컬러) - 그래프를 컬러로 인쇄합니다. 기본 버튼 옵션입니
다.

l

그래프 인쇄(흑백) - 그래프를 흑백으로 인쇄합니다.

l

그래프 및 세부 정보 인쇄(컬러) - 그래프 및 설명을 컬러로 인쇄합니다.

l

그래프 및 세부 정보 인쇄(흑백) - 그래프 및 설명을 흑백으로 인쇄합니
다.

범주 편집 - X축 및 그룹화 기준 필드 값을 범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사
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X축 범주 편집 -X축 범주 편집 대화 상자를 열고 결합된 X축 값을 단일
범주로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요약 그래프 및 요구 사
항 적용 범위 그래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버튼 옵션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유형> 범주 편집 대화 상자(7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X축 범주 다시 설정 - 결합된 X축 값 범주를 제거하고 그래프 표시를 다
시 설정합니다.
범주별 그룹 편집 - '범주별' 그룹 편집 대화 상자를 열고 결합된 그룹화
기준 값을 단일 범주로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유형> 범주 편집 대화 상자(7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범주별 그룹 다시 설정 - 결합된 그룹화 기준 값 범주를 제거하고 그래
프 표시를 다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형> 범주 편집 대화 상자(7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체 화면 - 그래프를 새 창에서 열고 최대 크기로 표시합니다.
참고: 도구 모음은 전체 화면 모드에서 계속 표시됩니다.

팁: 표준 보기로 돌아가려면 창의 오른쪽 위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사용 가능: 보기 탭
그래프 창에서 새 그래프 대화 상자를 열고 분석 보기 모듈의 폴더에 그래
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그래프 창

HP ALM (12.00)

785/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UI 요소

설명

<그래프 영역>

그래프 영역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l

l

막대형 차트 또는 원형 차트에서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프의 세그먼트를 클릭하여 그래프 데이터를 드릴다운합니다.
차트의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색을 변경합니다.
막대 또는 세그먼트를 마우스로 가리켜 영역의 범주, X축 및 Y축 값이
포함된 도구 설명을 봅니다.

<그래프 제목>

그래프의 제목과 모양을 변경하려면 그래프 제목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8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범례>

꺾은선형 차트 또는 막대형 차트에서 차트 범주와 해당 색을 표시합니다.
범례 상자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l

진행률 및 추세 그래프에서 범주 확인란을 클릭하여 범주를 그래프에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범주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색을 변경합니다.

구성 탭 - 대시보드 페이지
이 탭에서는 페이지의 그래프를 선택 및 정렬하여 대시보드 페이지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대시보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대시보드 트리를 확장하고 대시보드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3.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공용 대시보드 페이지에는 공용 그래프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l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771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766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786/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구성 창>

현재 대시보드 페이지에 대해 선택된 그래프를 나타내는 자리 표시자를 포함
합니다.
다음과 같이 페이지의 그래프를 재정렬합니다.
l

자리 표시자를 새 위치로 끕니다.

l

자리 표시자를 확장하거나 축소합니다.
참고: 대시보드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는 최대 그래프 수는
DASHBOARD_PAGE_ITEM_LIMIT 사이트 매개 변수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확장 - 전체 행을 포함하도록 그래프를 최대 크기로 표시합니다.
축소 - 행의 절반만 포함하도록 그래프의 크기를 축소합니다.
제거 -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그래프를 제거합니다.
그래프 트리 창

이 창에는 분석 트리의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그래프를 구성 창으로 끕니다.
그래프를 대시보드 페이지에 추가 - 선택한 그래프를 구성 창에 추가합니다.
그래프를 나타내는 자리 표시자는 다음 빈 행에서 만들어집니다.
엔터티 세부 정보 표시 - 선택한 엔터티에 대한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읽기 전
용 모드로 엽니다.
모듈 트리의 엔터티로 이동 - 해당 엔터티 모듈에서 선택한 엔터티의 위치로
이동하고 엔터티를 강조 표시합니다.
새로 고침 - 최신 정보를 표시하도록 그래프 트리를 새로 고칩니다.

보기 탭 – 대시보드 페이지
이 탭에서는 대시보드 페이지를 보고 그래프 데이터로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대시보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대시보드 트리를 확장하고 대시보드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3.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HP ALM (12.00)

787/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보기 탭에는 2개 행의 대시보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대시보드 페이지를 위
또는 아래로 스크롤하려면 세로 스크롤 막대를 사용합니다.
l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771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766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PDF로 내보내기 - 대시보드 페이지를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모든 그래프 생성/그래프 생성 - 최신 정보가 표시되도록 페이지의
모든 그래프 또는 선택한 그래프를 새로 고칩니다. ALM에서 마지막 생성 시
간 및 날짜가 업데이트됩니다.
페이지를 전체 화면으로 보기 - 대시보드 페이지를 전체 화면 모드로 표시합
니다.
그래프를 전체 화면으로 보기 - 그래프를 전체 화면 모드로 표시합니다. 도구
모음 버튼을 사용하여 그래프 표시를 조정하거나 그래프를 저장하거나 인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조정된 내용은 그래프를 다시 생성하면 다시 설
정됩니다. 그래프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 탭 - 그래프/그래프 창
(78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팁: 표준 보기로 돌아가려면 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
릭합니다.
분석 트리의 그래프로 이동 - 분석 트리에서 선택한 그래프로 이동하여 그래
프 데이터를 구성하거나 그래프 보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 영역>

막대형 차트 또는 원형 차트에서 그래프의 한 세그먼트를 클릭하여 그래프의
데이터를 드릴다운합니다.

<범례>

막대형 차트 또는 원형 차트에서 차트 범주와 해당 색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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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그래프 마법사
이 마법사를 통해 분석 보기 모듈에서 새 그래프를 만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l

관련 작업

마법사 맵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또는 결함 모듈 메뉴에서 분석 > 그래
프 > 그래프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하고 분석 > 그래프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분석 트리
를 확장하고 프로젝트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섹션
노드를 선택하고 그래프 선택 영역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l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이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789페이지) > 비즈니스 보기 선택 페이지(790페
이지) > 엔터티 유형 선택 페이지(790페이지) > 프로젝트 선택 페이지(791
페이지) > (테스트 집합 옵션 선택 페이지(792페이지)) > 필터 선택 페이지
(793페이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794페이지) > (적용 범위 선택 페이
지(795페이지))

참고 항목

l

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766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 만들 그래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 가능: 분석 보기 모듈

마법사 맵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789페이지) > 비즈니스 보기 선택 페이지(790페이
지) > 엔터티 유형 선택 페이지(790페이지) > 프로젝트 선택 페이지(791페이
지) > (테스트 집합 옵션 선택 페이지(792페이지)) > 필터 선택 페이지(793페이
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794페이지) > (적용 범위 선택 페이지(795페이
지))

HP ALM (12.00)

78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그래프 유형

만들려는 그래프 유형입니다.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 -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에 정의된 비즈니스 보기를 기
반으로 합니다.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래픽 및 대시
보드 페이지 개요(76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엔터티 그래프 - 특정 엔터티를 기반으로 합니다. 선택한 엔터티별로 여러 그
래프 유형이 사용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보기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 그래프의 기반이 되는 비즈니스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
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789페이지)에서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789페이지) > 비즈니스 보기 선택 페이지(790페이
지) > 엔터티 유형 선택 페이지(790페이지) > 프로젝트 선택 페이지(791페이
지) > (테스트 집합 옵션 선택 페이지(792페이지)) > 필터 선택 페이지(793페이
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794페이지) > (적용 범위 선택 페이지(795페이
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비즈니스 보기 트리

선택한 항목에 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보기를 나열합니다.

엔터티 유형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 엔터티 및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HP ALM (12.00)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
다.
분석 보기 모듈에서 마법사를 실행했다면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789페
이지)에서 엔터티 그래프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790/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마법사 맵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789페이지) > 비즈니스 보기 선택 페이지(790페이
지) > 엔터티 유형 선택 페이지(790페이지) > 프로젝트 선택 페이지(791페이
지) > (테스트 집합 옵션 선택 페이지(792페이지)) > 필터 선택 페이지(793페
이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794페이지) > (적용 범위 선택 페이지(795페
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엔터티

그래프에 포함되는 ALM 엔터티입니다.
참고: 분석 보기 모듈에서 그래프 마법사를 실행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래프 유형

만들려는 그래프 유형입니다. 사용 가능한 그래프 유형은 그래프에 따라 다릅
니다. 사용 가능한 그래프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엔터티 그래프 유형(77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설명

선택한 엔터티/그래프 유형을 설명합니다.

프로젝트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 그래프에 포함할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
다.
ALM 버전: ALM Essentials Edition 또는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
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마법사 맵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789페이지) > 비즈니스 보기 선택 페이지(790페이
지) > (엔터티 유형 선택 페이지(790페이지) > 프로젝트 선택 페이지(791페
이지) > (테스트 집합 옵션 선택 페이지(792페이지)) > 필터 선택 페이지(793
페이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794페이지) > (적용 범위 선택 페이지
(795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현재 프로젝트 사용

그래프에 현재 프로젝트만 포함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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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선택한 프로젝트 사용

그래프에 프로젝트 표에 나열된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프로젝트 선택
항목을 변경하려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표의 프로젝트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선택 대화 상자를 엽
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선택 대화 상자(798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테스트 집합 옵션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 그래프에 포함할 테스트 집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 가능: 테스트 랩 모듈

마법사 맵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789페이지) > 비즈니스 보기 선택 페이지(790페이
지)) > 엔터티 유형 선택 페이지(790페이지) > 프로젝트 선택 페이지(791페이
지) > (테스트 집합 옵션 선택 페이지(792페이지)) > 필터 선택 페이지(793페
이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794페이지) > (적용 범위 선택 페이지(795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현재 테스트 집합 표시

그래프에 현재 테스트 집합만 포함합니다.

모든 테스트 집합 표시

그래프에 모든 테스트 집합을 포함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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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 그래프 데이터에 적용할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 나와 있습
니다.
그래프에 여러 프로젝트가 포함된 경우 선택한 프로젝트에 있는 필드만 사
용하여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서는 그래프에 여러 프
로젝트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
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l

마법사 맵

진행률 또는 추세 그래프: 동일한 필드의 필터를 그룹화 기준 필드로 설정
하는 경우, 그래프의 그룹에 필터링에서 제외한 값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행률 및 추세 그래프에서 그룹화는 이전 값에 대해 작용하는 반면 필터
는 현재 값에 대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함 그래프의 그룹화
기준 필드가 상태로 설정되어 있고 현재 필터에 상태가 열림인 모든 결함
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프를 생성하면 이전 상태가 열림인
모든 결함이 그래프에 표시됩니다(예: 필터에 거부됨이 포함되지 않았더
라도 거부됨이 표시됨).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789페이지) > 비즈니스 보기 선택 페이지(790페이
지) > 엔터티 유형 선택 페이지(790페이지) > 프로젝트 선택 페이지(791페이
지) > (테스트 집합 옵션 선택 페이지(792페이지)) > 필터 선택 페이지(793페
이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794페이지) > (적용 범위 선택 페이지(795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현재 필터 사용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또는 결함 모듈에서 그래프 마법사를 실
행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에 적용된 현재 필터를 사용합니다.

필터 사용 안 함

선택한 엔터티의 모든 기록을 포함합니다.

새 필터 정의

새 필터 또는 상호 필터를 정의합니다. 필터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대화 상자
가 열리면 필터를 정의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
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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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 그래프의 그룹화 기준 및 X축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법사 맵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789페이지) > 비즈니스 보기 선택 페이지(790페이
지) > 엔터티 유형 선택 페이지(790페이지) > 프로젝트 선택 페이지(791페이
지) > (테스트 집합 옵션 선택 페이지(792페이지)) > 필터 선택 페이지(793페
이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794페이지) > (적용 범위 선택 페이지(795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그룹화 기준 필드 그래프의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준 필드입니다. 진행률 및 추세 그래프의 경
우 기록 내역을 사용하는 필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드에 기록 내역을 사용
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그래프에 여러 프로젝트가 포함된 경우 선택한 프로젝트에 있는 필드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프로젝트 기준으로 그룹화하려면 QC 프로젝트
값을 선택합니다.
진행률 또는 추세 그래프: 동일한 필드의 필터를 그룹화 기준 필드로 설정하는
경우, 그래프의 그룹에 필터링에서 제외한 값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행률
및 추세 그래프에서 그룹화는 이전 값에 대해 작용하는 반면 필터는 현재 값에
대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함 그래프의 그룹화 기준 필드가 상
태로 설정되어 있고 현재 필터에 상태가 열림인 모든 결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프를 생성하면 이전 상태가 열림인 모든 결함이 그래프에 표
시됩니다(예: 필터에 거부됨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거부됨이 표시됨).
ALM 버전: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서는 그래프에 여러 프
로젝트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
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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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X축 필드

요약 그래프를 만들 때 X축에 사용할 필드입니다.
그래프에 여러 프로젝트가 포함된 경우 선택한 프로젝트에 있는 필드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X축과 함께 나열하려면 QC 프로젝트 값을 선
택합니다.

ALM 버전: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서는 그래프에 여러 프로
젝트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적용 범위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 요구 사항에 적용 범위를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l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
다.
요구 사항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적용 범위
개요(4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요구 사항 그래프
마법사 맵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789페이지) > 비즈니스 보기 선택 페이지(790페이
지) > 엔터티 유형 선택 페이지(790페이지) > 프로젝트 선택 페이지(791페이
지) > (테스트 집합 옵션 선택 페이지(792페이지)) > 필터 선택 페이지(793페
이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794페이지) > (적용 범위 선택 페이지(795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Not Covered' 상태의 상위 그래프에서 'Not Covered' 상태인 상위 요구 사항을 제외합니다.
항목 표시 안 함
'Not Covered' 상태의 상위 그래프에 모든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항목 표시

HP ALM (12.00)

795/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새 그래프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새 엔터티 그래프를 분석 트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그래프를 추가할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개인 폴더 아래에 만든 그래프는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폴더 아
래에 만든 그래프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

l

PPT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04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766페이지)

l

PPT 그래프 개요 (804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엔터티

그래프에 포함되는 ALM 엔터티입니다.
참고: 이 필드는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그래프 유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 유형

만들려고 하는 그래프의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터티 그래프 유형(77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필드는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그래프 유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 이름

HP ALM (12.00)

이름 분석 트리의 그래프 표시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 이름이 그래프
제목으로 사용됩니다.

796/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비즈니스 보기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 또는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에서 기본으로 사용할 비
즈니스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분석 보기 모듈에서 비즈니스 보기 그래프를 선택하고 구성 탭을 클릭
한 다음 비즈니스 보기 상자 옆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HP ALM 비즈니스 보기 Microsoft Excel Add-in이 설치된 경우
Excel에서 HP ALM 탭의 추가 또는 새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ALM에서는 비즈니스 보기를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지만 Excel에서는 SHIFT
또는 C TRL 키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비즈니스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

l

PPT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04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766페이지)

l

PPT 그래프 개요 (804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필터

비즈니스 보기의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 결함을 입력하면 결함 관련 비즈니
스 보기만 표시됩니다.

설명

선택한 비즈니스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 대시보드 페이지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새 대시보드 페이지를 대시보드 트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797/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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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대시보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2. 페이지를 추가할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페이지를 선
택합니다.

중요 정보

개인 폴더 아래에 만든 대시보드 페이지는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폴더 아래에 만든 대시보드 페이지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771페이지)

참고 항목

그래픽 및 대시보드 페이지 개요(766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대시보드 페이지 이름

대시보드 트리의 대시보드 페이지 표시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시보
드 페이지 이름은 대시보드 페이지의 제목으로 표시됩니다.
구문 예외: 대시보드 페이지 이름은 25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문
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

프로젝트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상호 프로젝트 그래프에 포함할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M 버전: Quality Center Enterprise Edition에서는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
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l

l

그래프 구성 탭에서: 프로젝트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l

자신이 사용자로 등록된 프로젝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관련 작업

HP ALM (12.00)

그래프 마법사에서: 프로젝트 선택 대화 상자로 진행한 다음 선택 버튼을 클
릭합니다.

PROJECT_SELECTION_MAX_PROJECTS 사이트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ALM에서 그래프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프로젝트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
조하십시오.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

798/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1장: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표에서 선택한 프로젝트를 제거합니다.
참고: 표에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프로젝트

그래프에 포함하도록 선택한 프로젝트 및 해당 도메인 목록입니다.

프로젝트 트리

자신이 사용자로 등록된 프로젝트 및 도메인 목록입니다.
추가 - 표에 선택한 프로젝트 또는 도메인을 추가합니다. 도메인을 선택한
경우 해당 도메인의 모든 프로젝트가 표에 추가됩니다.
팁: 프로젝트 또는 도메인을 표로 끌어서 놓거나 두 번 클릭하여 추가
합니다.

<유형> 범주 편집 대화 상자
범주별 그룹 편집 대화 상자에서는 그룹화 기준 필드에서 선택한 필드의 값을 함께 그룹화하고 결합
된 데이터를 하나의 범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X축 범주 편집 대화 상자에서는 X축 필드에서 선택한 필드의 값을 함께 그룹화하고 결합된 데이터를
하나의 범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보기 탭 또는 그래프 창 도구 모음에서 범주 편집

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X축 범주 편집 대화 상자는 요약 그래프 및 요구 사항 적용 범위 그래프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새 범주 대화 상자를 열고 새 범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범주 이름 상자에 범주 이름을 입력합니다.
범주에 포함할 필드 값을 선택하려면 필드 값을 선택하고 화살표 버튼(> 및
<)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그룹과 새 범주의 그룹 간에 이동합니다. 한 목
록에서 다른 목록으로 모든 필드 값을 이동하려면 이중 화살표 버튼(>> 및
<<)을 클릭합니다. 목록 사이에서 필드 값을 끌 수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범주에 필드 값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범주 편집 대화 상자를 열고 선택한 범주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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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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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선택한 범주를 삭제합니다.
모든 범주를 삭제합니다.

#

범주의 수입니다.

이름

범주의 이름입니다.

식

범주에 포함된 값입니다.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그래프의 제목 및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형 차트의 경우 막대에 대한
표시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꺾은선형 차트의 경우 선에 대한 표시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보기 탭 또는 그래프 창 도구 모음에서 그래프 모양 설정
래프 제목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을 클릭하거나 그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54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제목 탭

그래프 제목, Y축 또는 X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꼴 - 제목의 글꼴 또는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 다시 설정 - 원래 제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원형 차트의 경우 그래프의 제목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양 탭

그래프의 기본 형식을 설정하거나, 그래프 하부에 있는 레이블의 방향을 수
정(막대형 차트 및 꺾은선형 차트만 해당)하거나, X축에 표시되는 날짜의
형식을 결정하거나, 3D 효과로 그래프를 표시하거나, 그래프에서 다양한
구성 요소의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 매개 변수 탭

막대형 차트에서는 각 막대의 값을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막대 너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막대의 값을 표시하도록 지정하면 각
막대에 대해 표시되는 데이터 또는 막대에 대한 상대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줄 매개 변수 탭

줄 차트에서는 줄 프레임을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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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그래프 막대 또는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그래프의 막대 또는 세그먼트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세그먼트 매개 변수>

데이터 표 위에 있으며 선택한 그래프 영역의 매개 변수 및 표시되는 기
록 수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표>

선택한 그래프 영역에 포함된 기록 목록입니다.
특정 기록을 열려면 기록을 두 번 클릭합니다. <모듈> 세부 정보 대화 상
자를 열고 기록을 보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탐색 버튼을 사용하여 드
릴다운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 표 데이터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열고 기록을 텍스트 파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Microsoft Word 문서 또는 HTML 문서로 내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모두 - 표의 모든 기록을 내보냅니다.

l

선택된 항목 - 표에서 선택한 기록을 내보냅니다.

열 선택 -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데이터 표에 표시할 필드 및 정렬 순
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 선택/필드 선택 대화 상자
(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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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ALM (12.00)

802/860 페이지

42장: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그래프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T 그래프 개요

804

PPT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

804

PPT 그래프 사용자 인터페이스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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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그래프 개요
PPT로 작업하는 경우 릴리스 모듈의 KPI 데이터와 관련하여 분석 보기 모듈에서 그래프를 만들고 사
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 보기 모듈에서 그래프를 만들면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다양한 구성을
설정하고 폴더에서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볼 때 각각의 막대 또는 세그먼트로 나타나는 레코드로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분석 보기 모듈에서 그래프를 만들고 나면 여러 그래프를 선택하고 정렬할 수 있으며 대시보드 페이
지에서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04페이지) 및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
성하는 방법(77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PPT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
이 작업은 ALM에서 그래프를 사용하여 PPT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804페이지)

l

분석 보기에서 그래프 만들기(804페이지)

l

그래프 구성(805페이지)

l

그래프 보기(805페이지)

l

외부에서 그래프 공유 ALM(805페이지)

l

대시보드 페이지 만들기(805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관리 아래에서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릴리스, 릴리스 범위 항목, 중요 시점, KPI 등을 정의합니
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T 사용 방법(16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분석 보기에서 그래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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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기 모듈에서 그래프를 만듭니다.
a. 분석 보기 모듈을 엽니다.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b. 폴더를 분석 트리에 추가합니다. 개인 또는 공용 루트 폴더 아래의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다.
c. 새 그래프를 만듭니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새 릴리스 분석을 선택
하고 PPT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새 그래프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래프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

그래프 구성
분석 보기 모듈에서 그래프를 선택하고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구성 탭 - PPT 그래프(8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그래프 보기
분석 트리에서 그래프를 선택하고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보기
탭 - PPT 그래프(80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외부에서 그래프 공유 ALM
ALM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그래프의 읽기 전용 버전을 ALM 외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
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76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6.

대시보드 페이지 만들기
일부 그래프를 한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봅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시보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77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PPT 그래프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탭 - PPT 그래프

805

보기 탭 - PPT 그래프

807

구성 탭 - PPT 그래프
이 탭에서는 그래프에 포함할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래프 표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분석 트리를 확장하고 PPT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3.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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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사용 가능한 구성 옵션은 그래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PPT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04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PPT 그래프 개요 (804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KPI 그래프 구성
중요 정보

일부 필드는 특정 그래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집계 기능

집계 기능은 시간 해상도별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능한 값
은 마지막, 평균, 최대 및 최소입니다.

분해

ALM의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할 정보를 결정하
려면 특정 필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선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 결과를 표시합니다.

KPI

KPI 이름입니다.

중요 시점

중요 시점의 이름입니다.

기간

데이터를 볼 기간입니다.

릴리스

릴리스 이름입니다.

해상도

데이터의 시간 해상도입니다. 가능한 값은 일, 주, 월, 년, 자동 선택(서버에서
최적의 시간 해상도 결정)입니다.

범위 항목

범위 항목 이름입니다.

마지막 결과 표시 마지막 실행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 결과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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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표 그래프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성과표에 나타나는 행 또는 열 이름의 순서를 설정합니다.
행과 열 사이에서 필드를 이동하면서 선택합니다.
필터/정렬 설정 - 중요 시점, 범위 항목 또는 KPI 데이터를 선택한 조건에
따라 범위를 좁히거나 해당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필터 지우기 - 정의된 필터를 지웁니다.
기본 필터 정의를 복원합니다.

열

성과표에 현재 표시된 열을 나열합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선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 결과를 표시합니다.

계획된 KPI 대상 표시

성과표의 계획됨 열에서 각 KPI에 대해 허용 가능한 임계값을 표시합니
다.
참고: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계획됨 열이 표시됩니다.

필드 기준 범위 항목
그룹화

지정된 범위 항목 필드에 따라 그룹화합니다.

릴리스

릴리스 이름입니다.

행

성과표에 현재 표시된 행을 나열합니다.

마지막 결과 표시

마지막 실행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 결과를 표시합니다.

보기 탭 - PPT 그래프
이 탭에서는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분석 트리를 확장하고 PPT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3.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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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사용 가능한 보기 옵션은 그래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ALM 버전: PPT와 관련된 기능은 ALM Edition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ALM 버전 및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별 ALM 기능(136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ALM의 버전을 알아보려면 ALM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PPT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04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PPT 그래프 개요 (804페이지)

l

PPT 릴리스 개요(168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생성 - 그래프를 새로 고쳐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막대형 차트 - 차트 형식을 막대형 차트로 전환합니다.
원형 차트 - 차트 형식을 원형 차트로 전환합니다.
원형 차트에서 X축 범주가 원형 세그먼트로 표시됩니다. Y축 수치는 세그먼트
의 크기로 표시됩니다.
참고: 원형 차트에는 그룹화 기준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꺾은선형 차트 - 차트 형식을 꺾은선형 차트로 전환합니다.
데이터 표 - 표에서 그래프의 X축 매트릭스와 그룹화 기준 범주를 만듭니다. 각
그룹화 기준 범주의 합계를 표시하는 합계 행이 추가됩니다.
전체 값 표시/숨기기 - 나머지 그룹화 기준 범주의 합계를 나타내는 <합계> 범
주를 그래프에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팁: <합계> 범주를 표시한 후 범례에서 레이블을 클릭하면 범주가 숨겨집
니다.
왼쪽/오른쪽으로 스크롤 - 그래프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스크롤합니다. 이
버튼은 확대/축소 버튼을 사용할 때 활성화됩니다.

HP ALM (12.00)

808/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2장: PPT(프로젝트 계획 및 추적) 그래프

UI 요소

설명
모두 표시 - 그래프를 원래 크기로 복원합니다. 이 버튼은 확대/축소 버튼을 사
용할 때 활성화됩니다.
확대/축소 - 그래프의 배율을 변경합니다.
그래프 이미지 저장 - 그래프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다양한 그래픽 파일 형식
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 저장 - 데이터 표를 볼 때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를 Excel 스프레드시트, Word 파일, HTML 문서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 설정 -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를 열고 그래프 제목, 그래프 색, 그
래프 표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
(8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클립보드에 그래프 복사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그래프 복사(컬러)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컬러로 복사합니다.

l

그래프 복사(흑백)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흑백으로 복사합니다.

l

l

전체 화면 그래프 복사(컬러)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전체 화면에 맞게 확대
된 크기로 컬러로 복사합니다.
전체 화면 그래프 복사(흑백) - 그래프를 클립보드에 전체 화면에 맞게 확대
된 크기로 흑백으로 복사합니다.

그래프 인쇄 - 다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그래프 인쇄(컬러) - 그래프를 컬러로 인쇄합니다. 기본 버튼 옵션입니다.

l

그래프 인쇄(흑백) - 그래프를 흑백으로 인쇄합니다.

l

그래프 및 세부 정보 인쇄(컬러) - 그래프 및 설명을 컬러로 인쇄합니다.

l

그래프 및 세부 정보 인쇄(흑백) - 그래프 및 설명을 흑백으로 인쇄합니다.

전체 화면 - 그래프를 새 창에서 열고 최대 크기로 표시합니다.
참고: 도구 모음은 전체 화면 모드에서 계속 표시됩니다.

팁: 표준 보기로 돌아가려면 창의 오른쪽 위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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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그래프 영역>

그래프 영역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l

추가 정보가 포함된 도구 설명을 보려면 그래프 세그먼트를 마우스로 가리
킵니다.
시간별 분해 링크를 클릭하여 그래프 데이터를 드릴다운하고 특정 기간 동
안의 특정 지점을 표시합니다. 시간별 분해 그래프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은 시간별 분해 그래프(19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보기 탭 - KPI 분해
<KPI 셀>

KPI 셀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l

KPI 셀을 클릭하여 이 셀의 그래픽 표현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PI
드릴다운 그래프(19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KPI 셀을 마우스로 가리켜 KPI 임계값이 포함된 도구 설명을 봅니다.

사용 가능: 보기 탭 - 릴리스 성과표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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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보고서 개요
프로젝트 보고서를 사용하여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 프로젝트의 정보를 포
함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설계 및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ALM 엔터티의 레코드를 각각 나열하는 섹션 및 하위 섹션을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지정합니
다. 선택한 기준선의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보고서 섹션에 섹션의 필드 및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템플릿을 할당합니다. 전반적인 보고서
모양을 결정하는 문서 및 스타일 템플릿도 할당합니다.
참고: 보고서 템플릿은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에서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보고서를 HTML, Microsoft Word 또는 PDF 형식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812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
이 작업은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보고서 개요(8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프로젝트 보고서 만들기(812페이지)

l

섹션 정의(813페이지)

l

문서 수준 설정 구성(813페이지)

l

섹션 구성(814페이지)

l

템플릿 보고서 미리 보기(814페이지)

l

템플릿 보고서 생성(814페이지)

l

ALM 외부에서 보고서 공유(815페이지)

1.

프로젝트 보고서 만들기
a. 분석 보기 모듈을 엽니다.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b. 폴더를 분석 트리에 추가합니다. 개인 또는 공용 루트 폴더 아래의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다.
c. 새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듭니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프로젝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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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를 선택합니다. 새 프로젝트 보고서 대화 상자의 값을 채웁니다.
2.

섹션 정의
a. 프로젝트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분석 보기 모듈에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선택하고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b. 섹션을 추가합니다. 문서 루트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보고서 섹션 추가
를 선택합니다. 보고서에 추가할 ALM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c. 하위 섹션을 추가합니다. 관련 정보의 하위 섹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 사항
에 링크된 결함의 하위 섹션 또는 결함 첨부 파일의 하위 섹션을 추가합니다.
각 섹션은 여러 개의 하위 섹션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하위 섹션에 더 아래 하위
섹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트리에서 섹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보고서 섹션 추가를 선택합니다.
참고: 전체 페이지 템플릿이 할당된 섹션에만 하위 섹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페
이지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3.

문서 수준 설정 구성
문서 루트 수준에서 템플릿을 할당하고 프로젝트 보고서의 전체 설계 및 컨텐츠에 적용하는 설
정을 정의합니다.
a. 구성 탭에서 문서 루트 노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구성 탭 - 프로
젝트 보고서(8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 문서 출력 형식을 설정합니다.
c. 문서, 스타일, 기록 내역 템플릿을 할당하거나 기본 템플릿을 유지합니다. 템플릿 유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d. 문서 필드 값 편집
을 클릭하여 문서 템플릿에 정의된 대로 제목 페이지, 머리글 및 바닥
글과 같은 영역에 사용자 지정 필드 값을 입력합니다.
e. 기준선 보고서를 만들려면 기준선 선택을 선택하고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기준선 보고서를 만들려면 모든 보고서 섹션에서 기준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f. 텍스트 및 이미지 첨부 파일 포함을 선택하여 텍스트 및 이미지 첨부 파일을 보고서에 포함
합니다.
첨부 파일을 표시하려면 첨부 파일 하위 섹션을 보고서에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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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텍스트 및 이미지 첨부 파일에 대한 링크가 보고서에
삽입되어 별도의 창에서 파일이 열립니다. ALM은 첨부 파일의 최신 버전을 열며, 보고
서가 처음 생성된 이후에 첨부 파일이 변경되었으면 표시되는 정보는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g. 목차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ALM이 보고서 출력에서 목차 항목을 업데이트하도록 합니
다.
목차를 표시하려면 문서 템플릿에 TOC 필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섹션 구성
a. 구성 탭의 보고서 트리에서 섹션 또는 하위 섹션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
보는 구성 탭 - 프로젝트 보고서(8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 원하는 경우 섹션 제목을 바꿉니다.
c. 프로젝트 템플릿을 할당하거나 기본 템플릿을 유지합니다.
참고: 사용자 그룹 사용 권한에 따라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템플릿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보고서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
(81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d.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필터를 정의하여 섹션에 포함된 레코드를 정의합니다.
e. 계층적으로 나열된 엔터티를 포함하는 최상위 섹션의 경우(예: 요구 사항, 테스트) 보고서에
서 레코드의 순서를 계층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f. 기존 그래프를 보고서에 추가하거나 보고서에서 바로 새 그래프를 만듭니다.

5.

템플릿 보고서 미리 보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보고서 미리 보기를 표시합니다.
미리 보기에는 보고서에 있는 각 섹션의 레코드 중 최대 5개가 포함됩니다. 미리 보기는 문서 루
트 노드에 대해 선택한 출력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6.

템플릿 보고서 생성
생성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생성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보고서 생성이 완료되면 문서 루트 노드에 대해 선택한 출력 형식으로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보고서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다음 디렉터리 아래에 저장됩니다.
%Temp%\TD_80\<ALM_PATH>\<Project_id>\Reports
여기서 <Project_id>는 ALM 프로젝트를 나타내는 문자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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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LM 외부에서 보고서 공유
ALM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보고서의 읽기 전용 버전을 ALM 외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a. 분석 트리에서 보고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분석 항목 공유를 선택합니다.
b. 분석 항목 공유 대화 상자에서 공유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석 항
목 공유 대화 상자(7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보고서의 URL이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c. 웹 사이트 또는 전자 메일에 URL을 붙여넣습니다.
d. URL을 클릭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보고서의 읽기 전용 버전을 엽니다. 보고서에 액세스할 때
마다 설정 간격 이후에 최신 정보가 표시됩니다.
참고: REPORT_RESULTS_LIFESPAN 사이트 구성 매개 변수를 추가하고 구성하여
보고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빈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분석 보기 모듈

사용자 지정 보고서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
이 작업은 개인적 용도를 위해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용자 그룹
사용 권한에 따라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보고서 섹션 및 하위 섹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l

기존 보고서 템플릿의 복사본 만들기(815페이지)

l

새 사용자 지정 보고서 템플릿 만들기(816페이지)

기존 보고서 템플릿의 복사본 만들기
1. 보고서 트리에서 보고서 섹션을 선택하고 수정하려는 프로젝트 또는 사용자 지정 템플릿 옆의
템플릿 다운로드 버튼
을 클릭합니다. 템플릿 복사본이 컴퓨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고
Microsoft Word에서 열립니다.
2. 템플릿 작성기 탭의 명령을 사용하여 Microsoft Word에서 템플릿을 수정합니다. 템플릿 작성
기 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
십시오.
3. 템플릿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4. 새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보고서 섹션에 할당하려면 보고서 섹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
자 지정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템플릿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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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용자 지정 보고서 템플릿 만들기
1. 보고서 트리에서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만들 보고서 섹션을 선택합니다.
2. 템플릿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작성기 탭과 함께 Microsoft Word가 열립니다. 선택한 보
고서 섹션에 맞게 새 템플릿 파일을 설계합니다. 템플릿 작성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3. 템플릿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4. 새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보고서 섹션에 할당하려면 보고서 섹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
자 지정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템플릿 업로드
합니다.

를 클릭하고 템플릿 파일을 선택

미리 정의된 프로젝트 보고서
아래 미리 정의된 보고서는 요구 사항,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결함,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l

l

필요한 관리자 권한이 있으면 미리 정의된 보고서를 분석 보기 모듈의 분석 메뉴 탭에서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추가하거나 미리 정의된 보고서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프로젝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필터 정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필터 정보를 포
함하려면 섹션 필터 필드를 포함하도록 현재 템플릿을 편집하거나 이 필드가 포함될 보고서
에 대해 새 템플릿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
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요구 사항 모듈 보고서(816페이지)

l

테스트 계획 모듈 보고서(817페이지)

l

테스트 랩 모듈 보고서(818페이지)

l

결함 모듈 보고서(819페이지)

l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 보고서(820페이지)

요구 사항 모듈 보고서
다음 보고서는 요구 사항 모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설명

표준 요구 사항 보고서

현재 요구 사항 보기에 나타나는 요구 사항을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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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설명

테이블 형식 보고서

현재 요구 사항 보기에 나타나는 요구 사항을 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참고: 테이블 형식 보고서는 하위 요구 사항의 계층 구조 및 중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적용 범위
테스트 포함)

현재 요구 사항 보기에 나타나는 요구 사항을 테스트 적용 범위 정보와 함
께 나열합니다.

요구 사항(적용 범위
테스트 및 단계 포함)

현재 요구 사항 보기에 나타나는 요구 사항을 테스트 적용 범위 정보와 함
께 나열합니다. 각 테스트 적용 범위의 테스트 단계도 표시합니다.

요구 사항(링크된 결
함 포함)

현재 요구 사항 보기에 나타나는 요구 사항을 링크된 결함과 함께 나열합
니다.

요구 사항(추적 가능
성 포함)

현재 요구 사항 보기에 나타나는 요구 사항을 연결된 추적 대상 및 추적
원본 요구 사항과 함께 나열합니다.

선택한 항목 보고

요구 사항 트리 또는 표에서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을 나열합니다.

선택한 항목(하위 항
목 포함) 보고

요구 사항 트리 또는 표에서 현재 선택된 요구 사항(하위 요구 사항 포함)
을 나열합니다.

테스트 계획 모듈 보고서
다음 보고서는 테스트 계획 모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설명

표준 테스트 계획 보고서

현재 테스트 계획 보기의 테스트를 나열합니다.

주제 트리 보고서

현재 테스트 계획 보기의 테스트를 주제별로 나열합니다.

테스트(설계 단계 포함)

현재 테스트 계획 보기에 나타나는 테스트(설계 단계 포함)를 나열합
니다.

테스트(적용된 요구 사항
포함)

현재 테스트 계획 보기에 나타나는 테스트를 요구 사항 적용 범위 정
보와 함께 나열합니다.

테스트(링크된 결함 포함)

현재 테스트 계획 보기에 나타나는 테스트를 링크된 결함과 함께 나
열합니다.

선택한 항목 보고

테스트 계획 트리 또는 표에서 현재 선택된 테스트를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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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설명

구성 요소 단계를 포함하는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의 모든 흐름, 그룹, 반복, 구성 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소 및 수동 단계에 대한 관련 매개 변수 값을 나열합니다. 이 보고서
는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단계 및 구성 요
소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스크립트 포함)

l

출력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

l

감사용 상세 보고서로 사용

구성 요소 세부 정보 및 스냅샷을 비롯하여 선택한 비즈니스 프로세
스 테스트의 모든 흐름, 그룹, 반복, 구성 요소 및 수동 단계에 대한 관
련 매개 변수 값을 나열합니다.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l

출력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를 수동으로 실행

l

감사용 상세 보고서로 사용

일부 세부 정보 필드, 테스트 또는 흐름 설명, 각 테스트 또는 흐름에
포함된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현재 ALM 프로젝트의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및 흐름을 나열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비즈니스 프
로세스 테스트 내의 그룹, 반복, 실패 시 상태, 흐름 컨텐츠에 관한 정
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랩 모듈 보고서
다음 보고서는 테스트 랩 모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집합 보고서
보고서

설명

현재 테스트 집합

현재 테스트 집합에 나타나는 테스트를 나열합니다.

상호 테스트 집합

테스트는 나열하지 않고 테스트 집합 목록에 나타나는 테스트
집합을 나열합니다.

테스트 집합 계층 구조(테스트
포함)

각 테스트 집합의 상태뿐만 아니라 테스트 집합을 계층적으로
나열합니다.

상호 테스트 집합(테스트 포함)

테스트 집합 목록에 나타나는 테스트 집합(테스트 포함)을 나열
합니다.

현재 테스트 집합(실패한 테스
트 실행 포함)

현재 테스트 집합에서 테스트 실행 상태가 "Failed"인 테스트를
나열합니다.

상호 테스트 집합(실패한 테스
트 실행 포함)

모든 테스트 집합에서 테스트 실행 상태가 "Failed"인 테스트를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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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설명

실행 알림

현재 테스트 집합에 표시된 테스트를 마지막 테스트 실행 결과
와 함께 나열합니다.

선택한 항목 보고

실행 표에서 현재 선택된 테스트 인스턴스의 실행 보고서를 표
시합니다.

테스트 실행 보고서
보고서

설명

상호 실행

테스트 실행 모듈에서 현재 필터와 일치하는 실행을 나열합니다.

상호 실행(단계 포함)

테스트 실행 모듈에서 현재 필터와 일치하는 실행(실행 단계 포함)을 나
열합니다.

테스트별 실행

테스트 아래에 있는 테스트 실행 모듈의 실행을 나열합니다.

테스트 집합별 실행

테스트 집합 및 테스트 아래에 있는 테스트 실행 모듈의 실행을 나열합
니다.

선택한 항목 보고

테스트 실행 모듈에서 현재 선택된 테스트 실행의 실행 보고서를 표시
합니다.

결함 모듈 보고서
다음 보고서는 결함 모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설명

표준 결함 보고서

결함 표에 표시되는 결함을 나열합니다.

테이블 형식 보고서

결함 표에 나타나는 결함을 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참고: 테이블 형식 보고서는 결함의 설명 및 주석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결함(링크된 테스트 및 실행
포함)

링크된 테스트 및 테스트 실행 결과와 함께 결함을 나열합니다.

수정되거나 거부된 결함

"수정됨" 또는 "거부됨" 상태의 결함을 나열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발견한 수정되
거나 거부된 결함

현재 사용자가 발견한 "수정됨" 또는 "거부됨" 상태의 결함을 나열
합니다.

현재 사용자에게 할당된 열린
결함

현재 사용자에게 할당된 "열림" 상태의 결함을 나열합니다.

선택한 항목 보고

결함 표에서 현재 선택된 결함을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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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 보고서
다음 보고서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설명

표준 구성 요소 보고서

모든 세부 정보 필드, 구성 요소 설명, 기록 내역, 스냅샷 포함 여부를 포
함하여 현재 ALM 프로젝트의 모든 구성 요소를 나열합니다.

구성 요소 계층 구조
보고서

모든 세부 정보 필드와 구성 요소 설명을 포함하여 현재 ALM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를 나열합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요청은 이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구성 요소(단계 포함)

일부 세부 정보 필드, 구성 요소 설명, 각 구성 요소의 단계를 포함하여 현
재 ALM 프로젝트의 모든 구성 요소를 나열합니다.

구성 요소 사용 주체

일부 세부 정보 필드, 구성 요소 설명, 각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스트 및 흐름을 포함하여 현재 ALM 프로젝트의 모든 구성 요
소를 나열합니다.

구성 요소(응용 프로그 일부 세부 정보 필드, 구성 요소 설명, 각 구성 요소에서 사용한 응용 프로
램 영역 포함)
그램 영역(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현재 ALM 프로젝트의 모든 구성 요소
를 나열합니다.
선택한 항목 보고

트리에서 현재 선택된 구성 요소를 나열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탭 - 프로젝트 보고서

820

새 프로젝트 보고서 대화 상자

828

보고서 섹션 추가 대화 상자

828

문서 템플릿 필드 값 편집 대화 상자

829

구성 탭 - 프로젝트 보고서
이 탭에서는 문서 수준 설정을 정의하고 보고서 섹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l

l

HP ALM (12.00)

분석 보기 모듈에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선택하고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경우 분석 보기 모듈의 분석 메뉴 탭에서 프로
젝트 보고서를 선택하고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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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사용 가능한 구성 옵션은 보고서 트리에서 선택한 섹션에 따라 다릅니다.
l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812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프로젝트 보고서 개요(812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구성 탭 공통 요소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
UI 요소

설명
보고서 섹션 추가 - 보고서 섹션 추가 대화 상자를 열고 섹션을 보고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섹
션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l

l

l

전체 페이지 템플릿이 할당된 섹션에만 하위 섹션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하위 섹션의 추가 계층을 하위 섹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수준마다 여러 하위 섹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섹션 삭제 - 선택한 섹션을 삭제합니다.
참고: 섹션을 삭제하면 해당 하위 섹션도 모두 삭제됩니다.
위로 이동/아래로 이동 -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선택한 보고서 섹션을 위
로 또는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일한 수준의 다른 섹션을 기준으로 선택한 섹션이 이동합니
다.
각 보고서 섹션의 처음 5개 기록을 포함하는 보고서의 미리 보기를 생성
합니다.
선택한 보고서 출력 형식으로 미리 보기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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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선택한 보고서 출력 형식으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템플릿 작성기 탭이 있는 Microsoft Word를 열고 사용자 지정 템플릿 파
일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만들고 나면 사용자 지정 템플릿 필드의 보고서 섹
션에 할당합니다.
참고: 템플릿 작성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Microsoft Word에서 매크
로를 허용해야 합니다. Word에서 Office 단추를 클릭한 다음 Word
옵션을 클릭합니다. 보안 센터 > 보안 센터 설정 > 매크로 설정을 선
택합니다. 모든 매크로 포함을 선택합니다.
보고서를 컴퓨터에 로컬로 .zip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보고서에 있는 모든 첨부 파일을 포함합니다.
참고: HTML 형식 보고서의 경우 압축된 폴더에서 모든 파일을 추출
해야 보고서를 열 수 있습니다.

팁: 이 형식은 ALM에 액세스할 수 없는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로 보고
서를 보내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보고서 섹션 트리>

보고서에 포함된 섹션 및 하위 섹션을 표시합니다. 문서 루트 노드에는 전
체 보고서 디자인 및 컨텐츠에 적용되는 설정이 포함됩니다.

문서 출력 옵션 영역
보고서를 생성할 파일 형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사용 가능: 문서 루트 노드

l

분석 메뉴 탭에서 이 옵션을 비활성화하고 HTML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HTML

웹 브라우저에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Docx

Microsoft Word 2007 이상에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Doc

Microsoft Word 2003에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PDF

PDF 판독기에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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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3장: 프로젝트 보고서

문서 템플릿 영역
중요 정보 사용 가능: 문서 루트 노드
보고서에 할당되는 템플릿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문서 템플릿

제목 페이지, 머리글 및 바닥글, 페이지 방향 및 기타 문서 레이아웃 설정의 필
드를 정의합니다.

스타일 템플릿

Microsoft Word 스타일에 적용되는 서식(예: 테이블, 제목 및 단락)을 정의합
니다. 스타일 템플릿 스타일은 보고서 섹션에 사용되는 템플릿에 정의된 서식
을 다시 정의합니다.

기록 내역 템플릿

보고서 섹션에서 기록 내역 정보가 표시되는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템플릿 없음

템플릿 없이 보고서 섹션을 생성하고 해당 하위 섹션을 즉시 렌더링합니다.
이 옵션은 상위 섹션을 하위 섹션에 링크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요구 사항 및 적용 범위 테스트 섹션이 포함된 경우 두 섹
션 사이에 템플릿 없음 옵션을 사용하는 요구 사항 적용 범위 섹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면 중간 섹션 없이 적용되는 요구 사항 바로 아
래에 테스트가 표시됩니다.
문서 필드 값 편집 - 문서 템플릿 필드 값 편집 대화 상자를 열고 문서 템플릿
에 정의된 대로 제목 페이지, 머리글 및 바닥글과 같은 영역의 필드 값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문서 템플릿 필드 값 편집 대
화 상자(82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문서 추가 옵션 영역
중요 정보 사용 가능: 문서 루트 노드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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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3장: 프로젝트 보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목차 자동 업데이트

보고서 출력에서 목차 항목을 업데이트하도록 ALM에 지시합니다.
참고:
l

l

텍스트 및 이미지 첨부
파일 포함

목차를 표시하려면 문서 템플릿에 TOC 필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Doc 또는 Docx 출력 형식을 선택한 경
우 보고서를 생성한 후에 Microsoft Word에서 목차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일반 텍스트 및 이미지 첨부 파일을 포함합니다.
기타 첨부 파일 유형(예: 문서 또는 비디오 파일)은 항상 링크로 표시됩니
다.
참고:
l

l

l

l

기준선 선택

첨부 파일을 표시하려면 첨부 파일 하위 섹션을 보고서에 추가해
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반 텍스트 및 이미지 첨부 파일에
대한 링크가 보고서에 삽입되며 별도의 창에서 파일이 열립니다.
링크에 액세스하려면 REST API를 사용하십시오. 공용 REST
URL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생성한 경우를 제외하고 REST API를
사용하려면 REST 인증이 필요합니다.
ALM은 최신 버전의 첨부 파일을 열지만, 보고서가 처음 생성된
이후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표시되는 정보는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선 데이터의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보고서에 현재 데이터를 포함하려면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참고:
l

l

l

HP ALM (12.00)

보고서의 모든 섹션 및 하위 섹션이 기준선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기준선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그래프를 보고서에 추가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은 분석 메뉴 탭에서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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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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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섹션 세부 정보 영역
중요 정보 사용 가능: 섹션 노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이름

보고서의 섹션 제목 이름입니다.

엔터티

섹션에 포함되는 ALM 엔터티입니다.

관계 유형

선택한 섹션의 엔터티와 상위 섹션의 엔터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템플릿 세부 정보 영역
보고서에서 현재 선택한 섹션에 할당할 템플릿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전체 페이지 또는 테
이블 형식 레이아웃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템플릿이 할당된 섹션에만 하위 섹션을 추
가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
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필터 영역
중요 정보 사용 가능: 섹션 노드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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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3장: 프로젝트 보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필터 상태

특정 모듈의 분석 메뉴에서 생성된 보고서에 대한 필터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l

사용자 지정 - 분석 메뉴 탭에서 사용자 지정된 필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l

특수 필터 - 다음과 같이 사전 정의된 필터링 옵션이 제공됩니다.
참고: 보고서가 생성된 모듈과 다른 엔터티 유형이 나열된 보고서에 섹
션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필터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
수 필터를 선택하면 섹션이 보고서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결함 섹
션을 표준 요구 사항 보고서에 추가하는 경우 컨텍스트 필터링 옵션을
선택하면 추가된 섹션이 생성된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n

컨텍스트 - 모듈에서 현재 선택한 필터에 따라 정보를 필터링합니다.

n

선택된 항목 - 모듈에서 현재 선택된 엔터티에 대한 정보만 포함합니다.
참고: 테스트 랩 모듈에서 선택한 엔터티는 선택한 테스트 집합이 아
니라 선택한 테스트 실행 인스턴스에 해당합니다.

n

선택된 항목(하위 항목 포함) - 계층 구조 엔터티의 경우 선택한 상위 엔
터티와 함께 하위 엔터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n

현재 엔터티 기반 - 모듈의 현재 포커스된 항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
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테스트 집합 수준의 테스트 랩 모듈에서 보고서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분석 메뉴 탭. 필요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이 탭을 볼 수 있습니다.
필터/정렬 설정 - 선택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조건 선택 대화 상자(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필터 지우기 - 모든 필터 및 정렬 우선 순위를 지웁니다.
<필터 상자>

HP ALM (12.00)

현재 선택 항목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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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3장: 프로젝트 보고서

그래프 선택 영역
기존 그래프를 보고서에 추가하거나 보고서에서 바로 새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l

사용 가능: 섹션 노드
참고: 보고서의 하위 섹션에는 그래프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l

l

문서 추가 옵션 영역에서 기준선 선택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보고서의 공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보고서인 경우 개인 그래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공용
보고서인 경우 그래프를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
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그래프 선택 영역 오른쪽에서 그래프 트리 창을 엽니다. 창에는 분석 트리의 그
래프가 표시됩니다. 트리를 확장하고 그래프를 그래프 목록으로 끕니다.
그래프 마법사를 열고 보고서에서 직접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그래프 마법사(78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KPI 그래프를 만들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 구성 창을 열고 축 데이터를 정의하고 필터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구성 탭/창 - 그래프(776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보기 그래프 창을 열고 선택한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 표시 옵션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보기 탭 - 그래프/그래프 창(782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위로 이동/아래로 이동 - 그래프 목록에서 선택한 그래프를 위 또는 아래로 이
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목록>

보고서에 포함된 그래프를 나열합니다.

특별 속성 영역
중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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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엔터티가 포함된 최상위 수준 섹션은 ALM에서 계층적으로 나열
됩니다(예: 요구 사항, 테스트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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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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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계층 유지

보고서에서 계층 구조 순서로 기록을 나열하도록 ALM에 지시합니다.

새 프로젝트 보고서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새 프로젝트 보고서를 분석 트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보고서를 추가할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프로젝트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개인 폴더 아래에 만든 보고서는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폴더 아래
에 만든 보고서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812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프로젝트 보고서 개요(812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프로젝트 보고서 이름

분석 트리 및 보고서 제목의 보고서 표시 이름입니다.
구문 예외: 보고서 이름은 25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

보고서 섹션 추가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프로젝트 보고서에 섹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루트 노드 또는 섹션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
릭하고 보고서 섹션 추가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전체 페이지 템플릿이 할당된 섹션에만 하위 섹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HP ALM (12.00)

l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812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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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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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l

프로젝트 보고서 개요(812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유형

새 섹션에 포함되는 엔터티입니다. 하위 섹션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은 상위
섹션의 엔터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

새 섹션의 엔터티와 상위 섹션의 엔터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용 가능: 섹션 노드

이름

새 섹션의 이름입니다. 이 필드는 보고서에서 섹션 제목으로 사용됩니다.

문서 템플릿 필드 값 편집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할당된 문서 템플릿에 정의된 사용자 지정 병합 필드의 실제 값을 입력할 수 있습
니다.
액세스 방법
템플릿 보고서에서 문서 루트 노드를 선택하고 문서 필드 값 편집
합니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을 클릭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812페이지)
l

프로젝트 보고서 개요(812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필드 이름

할당된 문서 템플릿에 정의된 사용자 지정 병합 필드 목록입니다.

필드 값

선택한 필드 대신 보고서에 표시되는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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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장: Excel 보고서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cel 보고서 개요

832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

834

Excel 보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836

HP ALM (12.00)

831/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4장: Excel 보고서

Excel 보고서 개요
ALM 12.00에서는 Excel 보고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전 버전의 ALM에서 기존 Excel 보고서를 보
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ENABLE_CREATE_LEGACY_EXCEL_REPORT 사이트 구성 매개 변수를 구성하여
Excel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Performance Center Edition: Excel 보고서는 Performance Center 엔터티에 사용할 수 없
습니다.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ALM) 데이터를 Microsoft Excel로 내보낸 다음, Excel에
서 사용 가능한 모든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cel 보고서는 프로젝트 데이
터베이스에서 SQL 쿼리로 정의하는 데이터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추출된 데이터에서 Visual
Basic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상태가 다른 다양한 사용자에게 할당된 결함 수를 표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 결함 모듈 데이터
를 요약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또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번만 생성하여 다양한 컨텍스트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욱 유연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 데이터 숨기기 필터가 있는 그룹에 속한 사용자는 Excel 보고서를 통해 제한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Excel 보고서 작업 실행에서 사용자 그룹을 제외
시킵니다. 사용자 그룹 및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3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도 다룹니다.
l

데이터베이스 보호(833페이지)

l

SQL 쿼리의 매개 변수(8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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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후 처리 스크립트 만들기에 대한 지침(834페이지)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3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확인하려면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쿼리만 실행
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여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쿼리는 실행하면 안 됩니다.
쿼리가 유효하고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ALM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l

쿼리가 SELECT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l

쿼리에 하나의 SQL 문만 포함됩니다.

l

쿼리에 포함하지 않는 명령(주석에서는 예외): INSERT, DELETE, UPDATE, DROP, CREATE,
COMMIT, ROLLBACK, ALTER, EXEC, EXECUTE, MERGE, GRANT, REVOKE, SET, INTO,
TRUNCATE 등.

사이트 관리에서 SQL_QUERY_VALIDATION_ENABLED와 SQL_QUERY_VALIDATION_BLACK_
LIST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이 확인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및 수행된 방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최대 레코드 수 및 ALM이 실행할 Excel 보고서의 SQL 쿼리를 대
기할 최대 시간도 사이트 관리에서 REPORT_QUERY_RECORDS_LIMIT와 REPORT_QUERY_
TIMEOUT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
조하십시오.

SQL 쿼리의 매개 변수
Excel 보고서를 위해 SQL 쿼리에 매개 변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쿼리 매개 변수마다 기본값을 할
당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거나 기본값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또는 보고서를 생성할 때마다 ALM이 묻지 않도록 항상 기본값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추가된 요구 사항 수의 그래프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만든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기간의 경우 매 번 보고서를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 날짜와 끝
날짜에 대한 쿼리 매개 변수로 단일 보고서를 만들면 보고서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서를 생성할 때마다 기간의 시작과 끝 날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쿼리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 목록에 추가합니다. 보고서의 모든 쿼리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전역
매개 변수를 추가하거나 특정 쿼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
수를 매개 변수 목록에 추가한 후 매개 변수를 쿼리에 삽입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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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테이블 이름이나 열 이름과 같은 SQL 식별자의 매개 변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매개 변수 값에는 SQL 문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사후 처리 스크립트 만들기에 대한 지침
사후 처리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l

l

사후 처리 스크립트에는 QC_PostProcessing이라는 하위 프로시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시저는 스크립트의 진입점으로 사용됩니다. 이 프로시저는 값을 반환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인수도 가질 수 없습니다.
보고서 데이터를 포함하는 범위를 먼저 정의해야 Excel에서 보고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다음 두 단계로 이 범위를 정의합니다.
n

먼저 데이터를 포함하는 워크시트 개체를 만들어 보고서 데이터를 포함하는 워크시트를 정의
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시트 이름이 Query1이면 Set MainWorksheet =
ActiveWorkbook.Worksheets("Query1")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보고서 데이터를 포함하는 워크시트를 정의한 후 데이터를 포함하는 범위 개체를 만들어 데이
터를 포함하는 범위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시트 개체 이름을 MainWorksheet로 정의
했으면 Set DataRange = MainWorksheet.UsedRange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정의한 후에는 Visual Basic 코드를 사용하여 이 범위에 포함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l

사후 처리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Microsoft Excel 보안 설정을 구성해야 Excel에서 스크립
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Office 2010: Excel에서 Microsoft Office 단추를 클릭한 후 Excel 옵션을 클릭합니다. 보안 센
터 > 보안 센터 설정 > 매크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VBA 프로젝트 개체 모델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음을 선택합니다. Excel을 닫습니다.
주의: Excel에서 매크로를 활성화할 경우 핵심 Microsoft Visual Basic 개체, 메서드 및 속성
에 액세스하고 잠재적 보안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
이 작업은 ALM에서 Excel 보고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팁: ALM 데모 프로젝트에는 샘플 Excel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에서 SQL
쿼리 및 사후 처리 스크립트를 자신의 쿼리 및 스크립트 개발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cel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cel 보고서 개요(83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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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835페이지)

l

분석 트리에 Excel 보고서 추가(835페이지)

l

SQL 쿼리 만들기(835페이지)

l

사후 처리 스크립트 만들기(835페이지)

l

Excel 보고서 생성(836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지원되는 Microsoft Excel 버전을 확인하려면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Readme를 참조하십시오.

2.

분석 트리에 Excel 보고서 추가
Excel 보고서를 분석 트리의 폴더에 추가합니다.
a. 분석 보기 모듈을 엽니다.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b. 폴더를 분석 트리에 추가합니다. 개인 또는 공용 루트 폴더 아래의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다.
c. 새 Excel 보고서를 만듭니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Excel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새 Excel 보고서 대화 상자에서 Excel 보고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SQL 쿼리 만들기
보고서에 포함하려는 프로젝트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SQL 쿼리를 만들어 이 데이터를 정의합
니다. Excel 보고서에서 쿼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면 각 쿼리의 결과가
별도의 Excel 워크시트에 표시됩니다.
a. 쿼리 작성기를 엽니다. 구성 탭에서 쿼리 탭을 클릭하고 쿼리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Excel 보고서 쿼리 작성기 대화 상자(83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 SQL 쿼리를 작성합니다. SQL 편집기에서 쿼리를 입력합니다.
c. ALM 엔터티를 SQL 쿼리에 추가합니다. 엔터티 창에서 ALM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d. SQL 쿼리에서 매개 변수를 정의합니다. SQL 쿼리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매개
변수 값에 따라 Excel 보고서의 결과를 수정합니다. 쿼리 작성기 대화 상자에서 쿼리 매개
변수 탭에 있는 버튼을 사용합니다.

4.

사후 처리 스크립트 만들기
데이터를 Excel로 내보낸 후 Visual Basic 스크립트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를 사용하여 Excel에서 데이터를 조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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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요구 사항 데이터를 Excel에서 피벗 테이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함 데이터에서
계산을 수행하여 열려있는 결함을 수정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계산하거나 내보낸 데이터
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성 탭에서 사후 처리 탭을 클릭합니다. Visual Basic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사용자 인터페
이스 세부 정보는 사후 처리 탭(84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Excel 보고서 생성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면 SQL 쿼리에 지정한 데이터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추출한 데이터를 Excel 통합 문서로 저장하고 사후 처리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a. 구성 탭에서 생성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Excel 보고서 실행에 대한 옵션을 설정합니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생성 설정 탭(8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b. 생성을 클릭합니다.

Excel 보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탭 - Excel 보고서

836

쿼리 탭

837

Excel 보고서 쿼리 작성기 대화 상자

839

사후 처리 탭

843

생성 설정 탭

844

새 Excel 보고서 대화 상자

845

새 쿼리 매개 변수/쿼리 매개 변수 편집 대화 상자

845

구성 탭 - Excel 보고서
이 탭에는 Excel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분석 트리를 확장하고 Excel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3.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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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34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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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l

Excel 보고서 개요(832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쿼리 탭

Excel로 내보내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SQL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쿼리 탭(83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후 처리 탭

보고서 데이터를 Excel로 내보낸 후 Excel에서 실행되는 Visual Basic 스크립
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후 처리 탭(843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생성 설정 탭

Excel 보고서를 실행하기 위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
성 설정 탭(8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쿼리 탭
이 탭에서 Excel로 내보낼 데이터를 정의하는 SQL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분석 트리를 확장하고 Excel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3. 구성 탭에서 쿼리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확인하려면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를 추출하는 쿼리만 실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보호
(83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쿼리 작성기는 SQL 쿼리 작성을 위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Excel 보고서 쿼리 작성기 대화 상자(83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34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Excel 보고서 개요(832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생성 - Excel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HP AL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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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4장: Excel 보고서

UI 요소

설명
쿼리 작성기 - 쿼리를 테스트하고 매개 변수를 추가하는 등 향상된 SQL
쿼리 작성 기능을 제공하는 Excel 보고서 쿼리 작성기 대화 상자를 엽니
다. 자세한 내용은 Excel 보고서 쿼리 작성기 대화 상자(839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쿼리 추가 - 새 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쿼리 작성기에 쿼리<번호>를 기
본 이름으로 하는 새 탭이 추가됩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면 각 쿼리의 결과가 별도의 Excel 워크시트에 표시됩니
다.
삭제 - 선택한 쿼리를 삭제합니다.
쿼리 이름 바꾸기 - 현재 쿼리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당 쿼리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포함된 Excel 워크시트 이름
이 쿼리 이름과 같아집니다.
데이터베이스 유형 -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유
형을 표시합니다.
해당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사용된 구문을 사용하여 SQL 쿼리
를 작성해야 합니다.
찾기 - 찾기 상자에서 입력한 텍스트에 대한 쿼리를 검색합니다.
팁: 찾기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그 다음 일치하는 텍스트를 찾습니
다.

<쿼리 매개 변수 표>

쿼리에 사용 가능한 매개 변수 목록을 포함합니다.
참고: 쿼리 매개 변수를 추가 및 편집하려면 Excel 보고서 쿼리 작성
기에서 작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xcel 보고서 쿼리 작성기 대화
상자(83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QL 창>

Excel 보고서로 추출된 데이터 집합을 정의하는 SQL 쿼리를 포함합니다.
구문 예외: @ 및 \ 문자는 특수한 의미가 있어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에서 SQL 쿼리를 실행할 때 문자 그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자
를 문자 그대로 인식되게 하려면 @을 \@으로, \를 \\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SELECT * FROM BUG WHERE BUG.BG_SUMMARY =
`@parameter@' 문을 ALM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자 그대로 실행되게 하
려면 SELECT * FROM BUG WHERE BUG.BG_SUMMARY =
`\@parameter\@'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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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4장: Excel 보고서

Excel 보고서 쿼리 작성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SQL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분석 트리를 확장하고 Excel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3. 구성 탭에서 쿼리 탭을 클릭한 다음 쿼리 작성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l

l

관련 작업
참고 항목

HP ALM (12.00)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확인하려면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를 추출하는 쿼리만 실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보호
(83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QL 쿼리에 매개 변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QL 쿼리의 매
개 변수(83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34페이지)
l

Excel 보고서 개요(832페이지)

l

SQL 쿼리의 매개 변수(833페이지)

839/860 페이지

사용자 안내서
44장: Excel 보고서

SQL 편집기 영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쿼리 추가 - 새 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쿼리 작성기에 쿼리<번호>를 기
본 이름으로 하는 새 탭이 추가됩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면 각 쿼리의 결과가 별도의 Excel 워크시트에 표시됩니
다.
삭제 - 선택한 쿼리를 삭제합니다.
쿼리 이름 바꾸기 - 현재 쿼리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당 쿼리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포함된 Excel 워크시트 이름이
쿼리 이름과 같아집니다.
쿼리 테스트 - 쿼리 결과 탭에 쿼리 결과 중 처음 열 개의 결과가 표시됩니
다. 쿼리에 매개 변수가 포함된 경우 ALM에서 해당 매개 변수에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쿼리 실행 - 쿼리 결과 탭에 쿼리 결과가 표시됩니다. 쿼리에 매개 변수가
포함된 경우 ALM에서 값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유형 -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유형
을 표시합니다.
해당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사용된 구문을 사용하여 SQL 쿼리를
작성해야 합니다.
찾기 - 찾기 상자에서 입력한 텍스트에 대한 쿼리를 검색합니다.
팁: 찾기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그 다음 일치하는 텍스트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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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4장: Excel 보고서

UI 요소

설명

<SQL 편집기>

Excel 보고서로 추출된 데이터 집합을 정의하는 SQL 쿼리를 포함합니다.
참고: 쉼표로 프로젝트 엔터티를 구분합니다.
구문 예외: @ 및 \ 문자는 특수한 의미가 있어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서 SQL 쿼리를 실행할 때 문자 그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문자 그대로 인식되게 하려면 @을 \@으로, \를 \\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SELECT * FROM BUG WHERE BUG.BG_SUMMARY =
`@parameter@' 문을 ALM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자 그대로 실행되게 하
려면 SELECT * FROM BUG WHERE BUG.BG_SUMMARY =
`\@parameter\@'을 입력하여 Excel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 집합을
정의하는 SQL 쿼리를 포함합니다.

복사/붙여넣기

선택한 텍스트를 SQL 편집기 내에서 다른 위치로 복사합니다.
사용 가능: 쿼리 편집기 오른쪽 클릭 메뉴

잘라내기/붙여넣기

선택한 텍스트를 SQL 편집기 내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사용 가능: 쿼리 편집기 오른쪽 클릭 메뉴

엔터티 창
쿼리에 추가할 수 있는 ALM 데이터베이스 필드 및 엔터티 목록을 포함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쿼리에 엔터티 추가 - 선택한 프로젝트 엔터티를 SQL 쿼리에 추가합니다.
커서 위치에 엔터티가 삽입됩니다.
열 별칭이 엔터티 제목으로 정의된 프로젝트 엔터티를 추가하려면 쿼리에
엔터티 추가 화살표를 클릭하고 쿼리에 별칭이 엔터티 제목인 엔터티 추가
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엔터티 창
엔터티 보기 - 엔터티 창에서 필드 및 엔터티를 이름, 데이터베이스 열 이름
또는 이 둘 모두로 봅니다.
사용 가능: 엔터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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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44장: Excel 보고서

쿼리 매개 변수 탭
쿼리에 사용 가능한 매개 변수 목록을 포함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쿼리에 매개 변수 추가 - 선택한 매개 변수를 SQL 쿼리에 추가합니다. 커서
위치에 매개 변수가 추가됩니다.
참고: 텍스트 값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는 SQL 창에서 직접 작은따옴표
(')로 둘러싸야 합니다. 예를 들어, SQL 창에 WHERE BUG.BG_
DETECTED_BY = @name@이라는 구문이 있다면 @name@ 텍스트를
'@name@'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용 가능: 쿼리 매개 변수 탭
새 쿼리 매개 변수 - 매개 변수 표에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새 쿼리 매개
변수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쿼리 매개 변수/쿼리 매개 변수
편집 대화 상자(84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쿼리 매개 변수 탭
쿼리 매개 변수 편집 - 선택한 매개 변수를 편집할 수 있는 쿼리 매개 변수 편
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쿼리 매개 변수/쿼리 매개 변수 편
집 대화 상자(84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 쿼리 매개 변수 탭
쿼리 매개 변수 삭제 - 매개 변수 표에서 선택한 매개 변수를 삭제합니다.
주의: 보고서 쿼리에 사용된 매개 변수를 삭제하면 해당 매개 변수를 포
함하는 쿼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 가능: 쿼리 매개 변수 탭

쿼리 결과 탭
SQL 쿼리의 결과 미리 보기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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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리 탭
이 탭에서는 추출된 데이터를 Excel로 내보낸 후에 실행되는 Visual Basic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
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분석 트리를 확장하고 Excel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3. 구성 탭에서 사후 처리 탭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사후 처리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사후 처리 스크립트 만들기에 대한 지침(834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l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34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Excel 보고서 개요(832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생성 - Excel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찾기 - 찾기 상자에서 입력한 텍스트에 대한 사후 처리 스크립트를 검
색합니다.
팁: 찾기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그 다음 일치하는 텍스트를 찾습니
다.

사후 처리 실행

데이터를 Excel로 내보낸 후에 사후 처리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ALM
에 지시합니다. 보고서를 생성할 때 스크립트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스크립트 편집기 상자> 보고서 데이터를 Excel로 내보낸 후에 Excel에서 실행되는 Visual
Basic 스크립트를 포함합니다.
팁: 스크립트 편집기 상자에 이미 표시되어 있는 템플릿 스크립트
를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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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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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설정 탭
이 탭에서는 Excel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한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분석 트리를 확장하고 Excel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3. 구성 탭에서 생성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34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Excel 보고서 개요(832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생성 - Excel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보고서 상태가 준비 안 됨인 경우 경고가 표시됩니다.
보고서 쿼리에 매개 변수가 포함된 경우 보고서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열립
니다. 값 열에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위치에 보고서가 저장됩니다. Excel에서 보고서 시작을
선택하면 Excel이 열리고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Excel에서 보고서
시작

보고서를 생성하고 나면 Excel에서 보고서를 열도록 ALM에 지시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의 단계에서 Excel에 저장된 보고서를 로드
할 수 있습니다.

상태

다른 사용자에게 보고서를 생성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보고서 상태
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다른 이름으로 보고
서 저장

준비 - 보고서를 생성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준비 안 됨 - 보고서를 생성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사용자
가 이 상태에서 보고서를 생성하려고 시도하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데이터를 내보낼 Excel 파일의 위치 및 이름입니다.
팁: 폴더를 선택하려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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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Excel 보고서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새 Excel 보고서를 분석 트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보고서를 추가할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Excel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관련 작업

참고 항목

개인 폴더 아래에 만든 Excel 보고서는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
용 폴더 아래에 만든 Excel 보고서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34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Excel 보고서 개요(832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Excel 보고서 이름

이름 분석 트리의 보고서 표시 이름입니다.
구문 예외: 보고서 이름은 25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 *

새 쿼리 매개 변수/쿼리 매개 변수 편집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새 쿼리 매개 변수를 편집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Excel 보고서의 구성 탭에서 쿼리 탭을 클릭한 다음 쿼리 작성기 버튼을 클
릭합니다.
2. 쿼리 매개 변수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매개 변수 또는
매개 변수 편집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34페이지)

참고 항목

SQL 쿼리의 매개 변수(8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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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매개 변수 이름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다.
참고: 매개 변수 이름을 바꾸면 SQL 쿼리에서 해당 매개 변수가 사용되
는 곳마다 변경된 이름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구문 예외: 매개 변수 이름에 밑줄 문자를 제외한 특수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
니다.

기본값

해당 매개 변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값입니다.

실행 시 숨기기

ALM에서 보고서를 생성할 때마다 기본값을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보고서
를 생성할 때 기본값을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묻도록 하려면 이 옵션
을 선택 취소합니다.

글로벌 매개 변수

해당 매개 변수가 현재 Excel 보고서의 모든 쿼리에 사용 가능함을 나타냅니
다.

설명

확장된 매개 변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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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장: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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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

848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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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개요
비즈니스 보기는 데이터베이스 위에 있는 데이터 계층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나타
내는 프로젝트 엔터티 필드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선 엔터티를 기준으로 하는 비즈니스 보기에는 이름, 설명 및 기준선 ID 필드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에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기준선 정보를 이해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중
요한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이 비즈니스 보기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중
요하지 않은 첨부 파일 및 자동 완성 유형 필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보기는 기준선 또는 결함과 같은 단일 엔터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링크된 요구 사항이
있는 결함과 같이 엔터티 간 더 복잡한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용자 지정에서 미리 정의된 비즈니스 보기 외에 추가 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Excel에서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Excel에
서 사용 가능한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ALM에 보고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는 여러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48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
이 작업은 ALM에서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
니다.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개요(84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848페이지)

l

분석 트리에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추가(849페이지)

l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만들기(849페이지)

l

ALM으로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가져오기(849페이지)

l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생성(850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지원되는 Microsoft Excel 버전을 확인하려면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Readm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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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Microsoft Excel 2013에서는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한 번에 한 개만 열 수
있습니다.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dd-ins 페이지에서 HP ALM Business Views
Microsoft Excel Add-in을 설치합니다. 도움말 > Add-in에서 ALM의 Add-in 페이지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2.

분석 트리에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추가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분석 트리의 폴더에 추가합니다.
a. 분석 보기 모듈을 엽니다.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b. 폴더를 분석 트리에 추가합니다. 개인 또는 공용 루트 폴더 아래의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하고 새 폴더를 선택합니다.
c. 새 Excel 보고서를 만듭니다.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새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대화 상자에서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 최신 버전의 HP ALM Business Views Microsoft Excel Add-in이 있으면 컴퓨
터의 Add-in을 업데이트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만들기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Excel로 만듭니다.
a. Excel을 엽니다. ALM 분석 모듈의 구성 탭에서 새 Excel을 클릭합니다. 리본 메뉴에 HP
ALM 탭이 있는 상태로 Excel이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Business Views
Microsoft Excel Add-in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b.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만듭니다. Excel에서 새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만듭
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usiness Views Microsoft Excel Add-in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4.

ALM으로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가져오기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Excel에서 ALM로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Business Views Microsoft Excel Add-in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보고서를 Excel 파일로 저장하고 나중에 해당 파일을 ALM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ALM
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
a. ALM 분석 모듈의 구성 탭에서

를 클릭합니다.

b.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검색 창에서 원하는 파일로 이동하여 열기를 클
릭합니다. 선택한 파일 이름이 파일 이름 필드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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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생성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면 모든 데이터가 새로 고쳐지고 Excel 파일이 저장되며
저장된 파일이 Excel에서 열립니다.
a. ALM의 분석 보기에서

을 클릭합니다.

b. 구성 탭에서 생성을 클릭합니다.
c.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검색 창에서 보고서를 저장하기 위해 원하는 위
치로 이동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보고서가 저장되고 Excel에서 열립니다.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탭 -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850

구성 탭 -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이 탭에서는 Excel을 열고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구성 및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아래에서 분석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분석 트리를 확장하고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3.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848페이지)

l

ALM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750페이지)

l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 개요(848페이지)

l

분석 보기 창(752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Excel에서 선택한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Excel을 열고 새 비즈니스 보기 Excel 보고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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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비즈니스 보기 Excel Add-in을 Excel에 설치하거나 제거합니다.
참고: 이 경우 모든 사용자가 아니라 특정 사용자를 위해서만 Add-in
을 설치합니다.

Excel 보고서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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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분석 그래프 개요

854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

854

실시간 분석 그래프 사용자 인터페이스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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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분석 그래프 개요
실시간 분석을 통해 다음을 보여 주는 동적 차트를 만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l

테스트 계획 모듈의 테스트 주제 데이터

l

테스트 랩 모듈의 테스트 집합 폴더 데이터

l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의 비즈니스 구성 요소 주제 폴더

각각의 모듈에서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2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 그래프는 변경된 데이터를 보기 위해 그래프를 다시 생성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래프 및 대시보드 페이지(765페이지)에 설명된 그래프와 다릅니다. 또한 그래프의 레이아웃 및 설
정은 같은 모듈의 모든 폴더에 대해 유지됩니다. 이 경우 그래프를 다시 설계하지 않고도 다른 폴더
의 같은 그래픽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5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
이 작업은 테스트 주제, 테스트 집합, 비즈니스 구성 요소에 대해 자동 생성 그래프를 만들고 보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Excel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시간 분석 그래프 개요(85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ALM 온라인 도움말의 이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필수 구성 요소(854페이지)

l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만들기(854페이지)

l

실시간 분석 그래프 보기(855페이지)

1.

필수 구성 요소
테스트 계획 실시간 분석 그래프의 경우 테스트 주제 폴더는 테스트 계획 모듈에 정의됩니다.
테스트 랩 실시간 분석 그래프의 경우 테스트 집합 폴더는 테스트 랩 모듈에 정의됩니다.
비즈니스 구성 요소 실시간 분석 그래프의 경우 구성 요소 주제 폴더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
에 정의됩니다.

2.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만들기
a.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또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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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듈 트리에서 폴더를 선택합니다.
c. 실시간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d. 그래프를 표시할 창에서 그래프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간 분
석 그래프를 설계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마법사(85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실시간 분석 그래프 보기
실시간 분석 그래프가 표시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전체 화면 보기로 그래
프 최대화, 그래프 모양 변경, 그래프 데이터로 드릴다운 등이 포함됩니다.
a.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또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
다.
b. 모듈 트리에서 폴더를 선택합니다.
c. 실시간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실시간 분석 탭(855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실시간 분석 그래프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분석 탭

855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마법사

857

실시간 분석 탭
이 탭에서는 테스트 주제, 테스트 집합 폴더 및 비즈니스 구성 요소 주제에 대한 실시간 분석 그래프
를 만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또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2. 모듈 트리에서 폴더를 선택하고 실시간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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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l

l

l

사용자가 만드는 실시간 분석 그래프는 사용자 로그인별로 고유합니다. 각
프로젝트 사용자는 해당 사용자에게만 표시되고 다른 사용자에게는 표시
되지 않는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 그래프에는 선택한 폴더 바로 아래에 있는 노드만 표시됩니
다. 선택한 폴더의 하위 폴더에 있는 하위 계층 수준의 테스트, 테스트 집합
또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프에 표시되는 데이터에는 모듈에 대해 설정한 필터가 반영됩니다.

관련 작업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54페이지)

참고 항목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마법사(857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음).
UI 요소

설명

그래프 추가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마법사를 시작하여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디자인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는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마법사(857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그래프를 전체 화면으로 보기 - 현재 그래프를 전체 화면 보기로 최대화합니다.
팁: 일반 보기로 돌아가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프 모양 설정 -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를 열고 현재 그래프의 제목, 색 및 표
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 모양 대화 상자(80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래프 삭제 - 실시간 분석 탭에서 현재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제거합니다.
참고: 폴더에 대해 표시되는 실시간 분석 그래프 2개가 있는 경우 새 그래
프를 만들려면 먼저 기존 그래프 중 하나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프 영역>

차트 영역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릴다운 -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하려면 그래프의 막대 또는 세그먼트를 클
릭합니다. 결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
는 결과 드릴다운 대화 상자(80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색상 설정 - 그래프 색을 변경하려면 막대 또는 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
릭합니다. 색 대화 상자가 열리면 색상표 중 하나에서 새로운 색을 선택합니다.

<범례>

차트 범주와 해당 색을 표시합니다.
색상 설정 -범주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색을 변경합니다. 색 대화
상자가 열리면 색상표 중 하나에서 새로운 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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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분석 그래프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는 테스트 주제, 테스트 집합 폴더 및 비즈니스 구성 요소 주제에 대한 실시간 분석 그
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1. ALM 사이드바의 테스트 아래에서 테스트 계획, 테스트 랩 또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2. 모듈 트리에서 폴더를 선택하고 실시간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3. 그래프를 표시할 창에서 그래프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표시할 데이터를 정의하고 나면 그래프를 만든 폴더의 테스트 또는 테스트 집합
에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항상 자동으로 그래프가 업데이트됩니다.

관련 작업

실시간 분석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854페이지)

마법사 맵

이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857페이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 (858페이지)

참고 항목

실시간 분석 탭(855페이지)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실시간 분석 그래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마법사(8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법사 맵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마법사(857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857페이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 (858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설명

선택한 그래프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엔터티

그래프에 포함되는 ALM 엔터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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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그래프 유형

표시할 그래프 유형을 선택합니다.
요약 그래프 - 테스트 주제의 테스트 수, 폴더에 있는 테스트 집합의 테스트 수 또
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 주제의 구성 요소 수를 표시합니다.
진행률 그래프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점에서 테스트 주제에 누적된 테스트 수,
폴더의 테스트 집합에 누적된 테스트 수 또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 주제에 누적된
구성 요소 수를 표시합니다.
추세 그래프 - 테스트 계획 모듈에서, 표시된 각 시간 간격 동안 선택한 테스트 주
제 폴더의 특정 테스트 계획 필드에 대한 변경 기록 내역을 표시합니다. 비즈니스
구성 요소 모듈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각 시점에서 프로젝트의 특정 비즈니스 구성
요소 필드에 대한 변경 기록 내역을 표시합니다.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실시간 분석 그래프의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마법사(8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법사 맵

실시간 분석 그래프 마법사(857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유형 선택 페이지(857페이지) > 그래프 특성 선택 페이지 (858페이
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I 요소

설명

그룹화 기준 필드

그래프에서 테스트 또는 구성 요소를 그룹화하는 기준이 되는 필드입니다.
참고: 진행률 그래프의 경우 기록 내역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필드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필드에 기록 내역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HP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X축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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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래프에서 X 축을 따라 값이 표시되는 필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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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보내주십시오!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전자 메일을 통해 문서 팀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제목 줄에 다음 정보가 포함된 전자 메일
창이 열립니다.
Feedback on Administrator Guide(12.00)
귀하의 피드백을 전자 메일에 추가하고 보내기를 클릭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위의 정보를 웹 메일 클라이언트의 새 메시지에 복사한
다음 SW-Doc@hp.com에 귀하의 피드백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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