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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처기] 서술형 대비 요약정리
과

목
단어 내용

1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소프트웨어 설계 시 참조 가능한 솔루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일반화되고 재사용 가능한 솔루션)

1
요구공학 관리 단계
구성 (CMM Level 2)

협기변확  1. 협상 : 구현 가능한 기능 협상 2. 기준선 설정 : 기준선(베이스라인) 설
정 3. 변경관리 : 형상통제 위원회를 운영하여 변경 관리 *CCB: 형상 관리의 방침
을 정하고 산출물을 검토하는 조직 *베이스라인: 개발 과정의 산출물의 변화를 통
제하는 시점 4. 확인 및 검증 :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

1 요구사항 확인 기법

1. 정형 기술 검토(TCR) - 동료 검토 (Peer Review) : 작성자가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설명읃 들으며 결함 발견 - 워크 스루 (Walk Through) : 검토 자료 사
전 배포 후, 짧은 회의 진행 - 인스펙션 (Inspection) : 저작자가 아닌 다른 전문가
가 검토 2. 프로토타이핑 활용 3. 테스트 케이스를 통한 확인 4. CASE 도구 활용
5. 베이스라인 검증 6. 요구사항 추적표 (RTM; Requirement Traceability
Matirx) 통해 검증 : 요구사항 정의서 기준으로 개발단계별 최종 산출물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문서

1
정형 기술 검토
(TCR) 기법

- 관리 리뷰 (Management Review):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 -
기술 리뷰 (Technical Review) : 명세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 인스펙션
(Inspection) : 저작자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검토. ⇒ 참가자 구성: 주재자
(Moderator, 참가자를 선정하고 계획 및 주재) & 작성자, 낭독자, 기록자, 검토자
- 워크스루 (Walk Throughs) : 회의 전 검토자료 배포하여 사전 검토 후, 짧은 시
간 동안 회의 진행 - 감사 (Audit) : 제품이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검
토. 제품 제공자, 소비자, 제3기관이 수행

1
요구사항 명세 원리
및 검증 항목

명완검 일수 개추  1. 명확성 : 각 명세 내용은 하나의 의미만 부여 2. 완전성 : 모든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3. 검증 가능성 :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일관성 : 모순이 없어야 함 5. 수정 용이성 : 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함 6. 개발 후
이용성 : 운영 및 유지보수에 이용이 가능해야 함 7. 추적 가능성 : 추적이 가능해
야 함

1 요구사항 명세 기법
1. 비정형 명세 기법 : 자연어 기반 서술 2. 정형 명세 기법 : 수학적 표기법으로 서
술

1 요구사항 분석 단계

분개할협분  1. 요구사항 분류 : 기능적 요구사항(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 vs. 비
기능적 요구사항(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제약사항) 2. 개념 모델링 생성 : 주로
UML 사용. 요구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적 표현 3. 요구사항 할당: 요
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 구성요소 식별 4. 요구사항 협상: 충돌되는 경우 합
의, 우선순위 부여 5. 정형 분석: 정형화된 언어를 통해 수학적 기호로 표현

1 요구사항 도출 기법
- 인터뷰 : 직접 대화 - 브레인스토밍 : 말하기 쉬운 분위기 속에서 비판없이 의견
을 수용 - 델파이 기법: 전문가 경험 활용 - 롤 플레잉: 각자 맡은 역을 연기 - 워크
숍 : 단기간 집중하여 정보 획득 후 공유 (사전 준비 필요) - 설문 조사

1
요구공학 개발 단계
구성 (CMM Level 3)

도분명확  1. 도출 : 이해관계자 식별, 고객 분석 2. 분석 : 분개할협분  분류→개념 모
델링 생성→할당→협상→분석 3. 명세 : 정형화된 형태로 명세 작성 4. 확인 : 요
구사항 이해를 확인하고 문서가 완전한지 검증

https://www.notion.so/55d8a09315834ffa9c9cf2225e444864
https://www.notion.so/CMM-Level-2-341854c4aeb04507ab074bc836942c4d
https://www.notion.so/0c252683cac44df1b5b2650a04848809
https://www.notion.so/TCR-6127cdd7db7e4224ba0572046a623e96
https://www.notion.so/63831c8e82fc4c98966f047f268d3631
https://www.notion.so/cbe9e350310449118962810183e4c841
https://www.notion.so/32735c32c4894075bfaec6a2c2b5f93c
https://www.notion.so/cb4ee3450f764c6d8501276bb1b7a79f
https://www.notion.so/CMM-Level-3-ab5ce766b829426499585d408a08f3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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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어 내용

1 요구공학 프로세스
1. 개발 단계 (CMM Level 3) : 도분명확  요구사항을 분석하자!! 2. 관리 단계
(CMM Level 2) : 협기변확  설계-개발-테스트를 거치는 동안 요구사항 잘 만족하
고 있는지 볼까~

1 요구사항 분석 기법
- 자료 흐름 지향 분석 : 데이터 흐름도(DFD)와 자료 사전(DD)을 통해 분석 - 객
체지향 분석 : 시스템 기능과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UML로 표준화

1 요구공학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 확인하는 구조화된 활동

1 미들웨어 컴퓨터와 컴퓨터 간 연결 및 연결 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

1 DBMS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1
DBMS 분석 시 고려
사항

가성호기구  1. 성능 측면 (가용성, 성능, 상호 호환성) 2. 지원 측면 (기술 지원, 구축
비용)

1 네트워크 원하는 정보를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

1 OSI 7계층
네트워크 통신에서 충돌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통신 규약

1
OS 현행 시스템 분
석

신성기주구  1. 품질 측면 (신뢰도, 성능) 2. 지원 측면 (기술 지원, 주변 기기, 구축
비용)

1 OS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소
프트웨어

1 메멘토 (Memento) 특정 시점의 객체 내부 상태를 객체화하여, 해당 시점으로 되돌리는 기능을 제공

1
책임 연쇄 (Chain of
Responsibility)

한 객체가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결된 객체로 넘어가 처리

1 전략 (Strategy) 동일한 계열의 알고리즘을 캡슐화하고, 전략을 선택해 사용

1 상태 (State) 객체의 상태를 캡슐화하고, 이를 참조해 동작을 다르게 처리

1 반복자 (Iterator)
접근이 잦은 객체에 대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패턴 (내부 노출
없이 순차적 접근 가능)

1 비지터 (Visitor) 처리 기능을 별도로 분리한 패턴 (분리된 처리 기능은 클래스를 방문하여 수행)

1 커맨드 (Command)
요청을 객체로 캡슐화하여, 각 요청(명령)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서브 클래스 실
행

1 옵서버 (Obesrver)
객체를 지켜보고 있다가, 객체의 상태가 변화면 그 객체에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
에게 변화된 상태를 전달

1
템플릿 메소드
(Template Method)

상위 클래스에서 기능을 정의하고, 하위 클래스에서 세부 처리 방법을 구체화하
는 패턴 cf. 팩토리 메소드 - 상위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정의 후 하위 클래스에
서 실제 생성

1
인터프리터

(Interpreter)
여러 언어 구문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패턴

1 중재자 (Mediator) 객체 사이에 중재자를 두어 의존성을 줄이는 패턴

https://www.notion.so/dd062b8e7ea14d3ead74179b9cd25e14
https://www.notion.so/51faa9bda5ce4aadafdf0e888eea1975
https://www.notion.so/7a762dc47dff4af0ae43c14add1baffb
https://www.notion.so/905c825dd5ed41c3ae3d713ed0e966df
https://www.notion.so/DBMS-7662c90f18264e89876582606cf3c786
https://www.notion.so/DBMS-88c9e140b35e4944b3c78b3e16281f44
https://www.notion.so/0ba2afb391264bcda2de5cfd6c197fd4
https://www.notion.so/OSI-7-2c33f95146544511bd936e296fe37f05
https://www.notion.so/OS-995f97298c06495ea0fb808fa51a2f39
https://www.notion.so/OS-f5b4ee6bc59e440cbc4da30c86b68dfb
https://www.notion.so/Memento-550f8406abcb4ec6b94fda234db9d303
https://www.notion.so/Chain-of-Responsibility-5a378dfaf4ec4f5681543d18a9d4e52f
https://www.notion.so/Strategy-d96e427da15d46528f8f617289332f25
https://www.notion.so/State-e362b6e96bd24cb3b46410bba2829a59
https://www.notion.so/Iterator-21c2579570ae4fdeb01e886b795675d0
https://www.notion.so/Visitor-f0478f6a8f2643368149ef31c29d99d9
https://www.notion.so/Command-f7b3afc8572747858765de1a3def53ed
https://www.notion.so/Obesrver-2cdbc6157f2c4a62b3a6797a51598b75
https://www.notion.so/Template-Method-d0476f841a144f138eaf34350aa84c56
https://www.notion.so/Interpreter-7969441090e44f53afafdfdf2868b035
https://www.notion.so/Mediator-d8f7abc585a944718ad50f348d2b61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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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어 내용

1
데코레이터

(Decorator)
객체 결합을 통해 기능을 확장

1 어댑터 (Adapter) 호환성 없는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변환

1
디자인 패턴 - 행위
패턴

미인템옵비커이체스스메  1. 미디에이터 2. 인터프리터 3. 템플릿 메소드 4. 옵서버 5.
비지터 6. 커맨드 7. 이터레이터 8. 체인 오브 리스폰서빌리티 9. 스테이트 10. 스
트레이트지 11. 메멘토

1
플라이웨이트

(Flyweight)
객체가 필요할 때 생성하는 대신 공유하여 메모리 절약

1
컴포지트

(Composite)
객체 관계를 파일 트리 구조로 구성하여, 복합 객체와 단일 객체를 동일하게 취급

1 브리지 (Bridge) 구현부에서 추상층을 분리하여 결합도를 낮춘 패턴

1 퍼싸드 (Facade) 복잡한 시스템에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인 패턴

1
프로토타입

(Prototype)
원형 객체를 복사하여 생성 (객체 생성 시 갖춰야할 기본 형태가 있을 때 사용)

1 빌더 (Builder)
객체를 조립하여 생성. 생성 방법과 구현 방법을 구분하여, 동일한 객체 생성이여
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

1
추상 팩토리
(Abstract Factory)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연관된 객체들의 그룹으로 생성 (객체 간 결합
이 느슨해짐)

1 싱글톤 (Singletone)
클래스 내 객체가 하나 뿐임을 보장. 하나의 객체를 생성해 어디든 참조할 수 있으
나 동시 참조 불가

1
팩토리 메소드
(Factory Method)

상위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정의, 서브 클래스가 실제 생성

1
디자인 패턴 - 구조
패턴

퍼플컴프브어데  1. 퍼싸드 2. 플라이웨이트 3. 컴포지트 4. 프록시 5. 브리지 6. 어댑
터 7. 데코레이터

1
디자인 패턴 - 생성
패턴

팩프빌싱추  1. 팩토리 메소드 2. 프로토타입 3. 빌더 4. 싱글톤 5. 추상 팩토리

1 디자인 패턴 유형 생구행  1. 생성 (5) 2. 구조 (7) 3. 행위 (11)

1
디자인 패턴 구성요
소

패문솔 사결샘  1. 패턴 이름 2. 문제 및 배경 3. 솔루션 4. 사례 5. 결과 6. 샘플코드
cf. 라이브러리의 구성은 도설셈  (도움말, 설치파일, 샘플코드)

1 디자인 패턴
소프트웨어 설계 시 자주 쓰이는 방법을 정리한 패턴으로 참고 시 개발 효율성이
높아진다

1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비용 평가 모델

싸카 (SACAA)  1. SAAM : 변경 용이성과 기능성에 집중. 경험없어도 쉽게 사용 가
능 2. ATAM : SAAM을 계승. 아키텍처 품질 속성을 만족하는지도 평가 2.
CBAM : ATAM에 경제성 평가 보장 3. ADR : 아키텍처 구성요소 간 응집도 평가
4. ARID : ATAM+ADR.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에 대한 비용 평가

1
모델-뷰-컨트롤러
(MVC) 패턴

- 3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조화한 패턴 1) 모델 : 핵심 기능과 데이터 보관 2) 뷰 :
사용자에게 정보 표시 3) 컨트롤러 : 사용자의 입력 처리 - 하나의 모델에 여러 개
의 뷰를 필요로 하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https://www.notion.so/Decorator-33226a32337944da8e7a1a3baa3fd77c
https://www.notion.so/Adapter-54ba15ffe9374d5883e5c9dbdc507ad3
https://www.notion.so/d607710cfc5648fa97a6631a36007dd7
https://www.notion.so/Flyweight-293d146f2703437fbc56cbbe2514d083
https://www.notion.so/Composite-646d1c93dc2945c9a91c4b99d16e6688
https://www.notion.so/Bridge-d415c702e508491daafff94dab40984c
https://www.notion.so/Facade-cbabc0d51a1c481eb75ab203936d89b4
https://www.notion.so/Prototype-00d048ce7c1847d7a1a5521758026622
https://www.notion.so/Builder-1e65baceb38e4fb9a3fa602d15c7b266
https://www.notion.so/Abstract-Factory-5fa140e067a941ccbcdc4c59bd68ae07
https://www.notion.so/Singletone-66b1c95d1cdf4b32adc6dc751b00e0db
https://www.notion.so/Factory-Method-3fdb5c7215fd4690a3c8bb96d915482b
https://www.notion.so/f6cbd7e4123e4302ab88bf9fe5feb340
https://www.notion.so/1b9fe41dec874c5dadc40dd80194fabd
https://www.notion.so/25f34b8ff9524b9081dcffc6c7654e9a
https://www.notion.so/aba08faceab64e8c8e0915018f3780c2
https://www.notion.so/bd2e34f889884deb9cea28be747c53eb
https://www.notion.so/2779bec08f224dc9a39eb0e237e26548
https://www.notion.so/MVC-667773757c4b4e53ba61b4d0b8c2d4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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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어 내용

1 브로커 패턴
- 사용자가 요청하면, 브로커가 적합한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방식 - 원격 서비스
호출에 응답하는 컴포넌트가 여럿일 때 적합

1 파이프-필터 패턴
-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사용 ex) Unix의 Shell - 하나의 서브시
스템이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다음 서브 시스템에게 넘겨줌

1 계층화 패턴
- 시스템을 계층으로 구분 ex) OSI 7계층 - 서로 마주보는 계층에서만 상호작용
발생

1
클라이언트-서버 패
턴

- 하나의 서버 + 다수의 클라이언트 -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와만 상호작용

1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종류

계클서 파필 브모  1. 계층화 패턴 2. 클라이언트-서버 패턴 3. 파이프-필터 패턴 4.
브로커 패턴 5. 모델-뷰-컨트롤러 패턴

1 구조 뷰 소프트웨어 모듈의 구성을 보여주는 뷰

1 논리 뷰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표현한 뷰

1 배치 뷰 컴포넌트가 물리적인 아키텍처에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보여주는 뷰

1 유스케이스 뷰 유스케이스를 도출하고 다른 뷰를 검증하는 뷰

1 프로세스 뷰 비기능적인 속성으로 자원 사용 등을 표현한 뷰

1 소프트웨어 4+1 뷰
요구사항을 4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 4개 구조가 충돌되지 않는지, 요구사
항을 충족하는지 증명하기 위해 유스케이스 사용

1 현행 시스템 파악
구기인 아소 하네  1) 구성 현황 / 기능 현황 / 인터페이스 파악 2) 아키텍처, 소프트웨
어 구성 파악 3)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파악

1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특성, 구성요소 간 관계를 표현하는 구조

1 PERT 낙관치∙중관치∙비관치의 3점 추정방식으로 일정 관리

1
CCPM (중요 연쇄 공
정법)

주 공정법의 연쇄법으로, 자원 제약사항을 고려해 게산

1 FP (기능점수) 모형 요구 기능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총 점수를 계산해 비용 산정

1 CPM (주 공정법)
여러 작업의 수행 순서가 얽힌 프로젝트에서 일정을 계산하는 기법 - 임계 경로
(Critical Path) 계산법 ⇒ 가장 긴 경로 계산!

1 일정 관리 모델 씨씨펕  1. CPM 2. CCPM 3. PERT

1
푸트남 (Putnam) 모
형

생명주기 단계별 인력분포를 예측하는 방식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되는
Rayleigh-Norden 곡선 분포도 기초)

1 Man Month 모형
한 사람이 1개월 간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기준으로 비용 산정 (Man Month) =
(LoC) / 개발자의 월간 생산성  (프로젝트 기간) = (Man Month) / 프로젝트 인력

1 COCOMO 모형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비용을 산정 조반임  1) 조직형/단순형 (Organic) : 소규모. 5
만 라인(50KSDI) 이하 2) 반 분리형 (Semi-Detached) : 중간형. 30만 라인
(30KSDI) 이하 3) 임베디드형 (Embedded) : 초대형.

https://www.notion.so/e086e168a215416db7ede148a2c10c61
https://www.notion.so/2a2bbd84e221427eac8f01cf94c2ca5d
https://www.notion.so/ad27236e5afd4706b47ade5671af3c7f
https://www.notion.so/ca1b804adc2e4b27b1371513c1ef7837
https://www.notion.so/d7fcf31ccf014f6598ae3b0aa37beb07
https://www.notion.so/f22481dd2d3545f3a58ca4e8b5a66aec
https://www.notion.so/ae75621437fc4c68b93a941606b078c7
https://www.notion.so/dc6f7be107ee48ddb2067083d44f5e8f
https://www.notion.so/de873606fe2e4cd1a6f346cafc41d1ed
https://www.notion.so/fdc51d0620414aafa13f707f3a722dc8
https://www.notion.so/4-1-79d69b404f514c2abdf6f5962ef6eab5
https://www.notion.so/9aa0bfb2ed6b4f53873cbe4ae43e578a
https://www.notion.so/f4249a5dea0f4188b1902092bd607052
https://www.notion.so/PERT-02963221ea7f43748f67a687adb771c9
https://www.notion.so/CCPM-582d4f4018df475888b4a8e00314c5cf
https://www.notion.so/FP-3428218246f441c9b7892a95cc809cf0
https://www.notion.so/CPM-44a03ff2ca3d4f2bb56d40f7fc27ad67
https://www.notion.so/720d7bff774d4128bec006b6e6e0f01d
https://www.notion.so/Putnam-c7190cece39c47c792486d25ca870942
https://www.notion.so/Man-Month-2c7e5c60547742048654f49979f10c8b
https://www.notion.so/COCOMO-f94e68e1d0054ebaa2c5db65060f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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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어 내용

1 비용산정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투입될 자원이나 시간을 산정하는 방식 -
하향식 : 전문가가 산정 ex. 델파이 기법 - 상향식 : 요구사항과 기능에 따라 산정
ex. LoC, Man Month, COCOMO, 푸트남, FP

1
LoC (Lines of
Codes) 모형

코드 라인 수의 예측치를 구하여 비용 산정 - 산정방법 낙중비46  (낙관치 + 중관치
*4 + 비관치 ) / 6 ex. (낙관100+중관150*4+비관200) / 6 = 150

1 린의 7가지 원칙
낭품지확인사전  1. 낭비제거 2. 품질 내재화 3. 지식 창출 4. 늦은 확정 5. 빠른 인도
6. 사람 존중 7. 전체 최적화

1 스크럼 용어

- 백로그 :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 스프린트 :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으쌰으쌰 -
데일리(스크럼) 미팅 : 매일 To-Do List 계획수립. 번다운 차트 작성 📉 - 스크럼
마스터 : 프로젝트 리더 - 스프린트 회고 : 각자 반성하고 개선점 확인 🙀 - 번 다
운 차트 : 남아있는 백로그 대비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 (백로그를 수직, 시간을
수평)

1 스크럼 매일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짧은 시간의 개발을 위한 애자일 방법론

1 린 낭비 요소를 제거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애자일 방법론

1
XP의 12가지 기본
원리

1. 짝 프로그래밍 (Pair Programming) : 다른 사람과 페어로 개발하여 공동 책임
을 지님 2. 공동 코드 소유 (Collective Ownership) : 시스템에 있는 코드는 누구
나 언제든 수정 가능 3. 지속적인 통합 (CI; Continuos Integration) : 여러 번 소
프트웨어를 통합하고 빌드해야 함 4. 계획 세우기 (Planning Process) :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정의하고, 개발에 필요한 건 무엇이며, 어떤 곳에서 지연이 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함 5. 작은 릴리즈 (Small Release) : 작은 시스템을 먼저 만들
고, 짧은 단위로 업데이트 6. 메타포어 (Metaphor) : 공통 이름 체계를 통해 의사
소통을 원활히 7. 간단한 디자인 (Simple Design) :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순한
시스템을 설계 8. 테스트 기반 개발 (TDD; Test Drive Develop) : 테스트를 먼저
수행하고, 통과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 9. 리팩토링 (Refactoring) : 기능을 바꾸
지 않으면서 중복제거, 단순화 등을 위해 코드를 재구성 10. 40시간 작업 (40-
Hour Work) : 피곤으로 인한 실수가 없도록 주 40시간만 일합시다 11. 고객 상주
(On Site Customer) : 개발자들의 질문에 즉각 대답해줄 수 있는 고객이 풀타임
상주해야 함 12. 코드 표준 (Coding Standard) : 코딩 표준을 두고 효과적으로
개발

1 XP 1~3주의 반복(Iteration) 주기를 갖는 애자일 방법론

1 XP의 5가지 가치
용단의피존  1. 용기 (용기를 갖고 빠르게 개발!) 2. 단순성 (필요한 것만 하자!) 3. 의
사소통 (개발자-관리자-고객 간 원활하게 소통!) 4. 피드백 (의사소통에 대한 빠른
피드백!) 5. 존중 (팀원간 상호 존중!)

1
컴포넌트 기반 방법
론

컴포넌트를 조립해 작성하는 방법론

1 객체지향 방법론 객체라는 단위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론

1 애자일 방법론 절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변화에 유연한 경량 개발 방법론

1 제품 계열 방법론
제품에 적용할 공통 기능을 정의하여 개발하는 방법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작
성에 유용)

https://www.notion.so/1f8316cd9e6f4e77b9b8ca8a972252ce
https://www.notion.so/LoC-Lines-of-Codes-4c06e246eae340a3830cff2cea355c38
https://www.notion.so/7-fa58f536270c48dda6a278218e4369f4
https://www.notion.so/2c8721022a784dceb6ee001a47fd429f
https://www.notion.so/556b57400a2e428ab3d50a0e7e836ec6
https://www.notion.so/87c1f68cc9d34144ad54e3f756bf9a50
https://www.notion.so/XP-12-10e5112847704982878b8ddbecdb3a53
https://www.notion.so/XP-8f2f37ac5add457c8763f9c7d5ec43b6
https://www.notion.so/XP-5-af440bce7d9f4836b6da80e37f5e1547
https://www.notion.so/0a4cea1d908248ca8477db58131c8de5
https://www.notion.so/6ffcf8be1ebc4c5cbe7e9dc312678a86
https://www.notion.so/7e6a356d7f244410b034d5032e75ec07
https://www.notion.so/afa0099d11cd4ee994ecb20019aae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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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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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학 방법론 정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화한 방법론 (대형 프로젝트)

1 구조적 방법론
- 전체 시스템을 나눠 개발하고 통합하는 분할-정복 방식의 방법론 - 나씨-슈나이
더만 차트 사용

1
반복적 모델
(Iteration Model)

병렬적으로 개발 후 통합하거나, 반복적으로 개발해 점차 완성시켜나가는 모델

1
소프트웨어 개발방법
론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작부터 전 개발 과정을 형상화한 방법론 종류: 구정 객컴 애제

1
프로토타이핑 모델
(Prototyping
Model)

- 주요 기능을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만들어나가는 모델

1
나선형 모델 (Spiral
Model)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발해나가는 모델 계위개고  - 절차: 계획 및
정의 → 위험 분석 → 개발 → 고객 평가

1
폭포수 모델
(Waterfall Model)

- =선형 순차적 모델, =고전적 생명주기 모델 - 각 개발 단계를 마무리 지은 후 넘
어가는 모델 - 가장 오래됐고, 성공사례가 많으며, 단계별 산출물이 명확하고, 요
구사항 변경이 어려움

1
SDLC 모델 프로세
스

요설구태유  1.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제약조건∙목표 등을 정의 2.
설계 : 수행 방법을 논리적으로 결정 ex. 시스템 구조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
계 3. 구현 :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실제로 코드를 작성 ex. 인터페이스 개발,
자료 구조 개발, 오류 처리 4. 테스트 ex.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
트, 인수 테스트 5. 유지보수

1 SDLC 모델 종류 폭프나반  1. 폭포수 모델 2. 프로토타이핑 모델 3. 나선형 모델 4. 반복적 모델

1
SDLC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시스템의 요구분석 ~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모델링한 것

2 UI 설계 도구

화면 설계 도구 - 파워 목업 (파워포인트+목업 기능) - 발사믹 목업 (스케치 St.) -
카카오 오븐 프로토타이핑 도구 - UX핀 - 액슈어 (디스크립션까지 작성 가능) - 네
이버 프로토나우 UI 디자인 산출물로 작업하는 프로토타이핑 도구 - 인비전 (시안
업로드 후 인터랙션 적용) - 픽사에이트 (구글이 인수, 모바일 앱 최적화) - 프레이
머 (커피스크립트 기반)

2
UI 시나리오 문서 작
성 요건

완일이가 추수  1. 완전성 : 누락 없이 최대한 상세하게! 2. 일관성 : 요구사항은 일관
적! UI도 일관적으로! 3. 이해성 : 이해하기 쉬워야 함! 4. 가독성 : 쉽게 읽혀야 함!
5. 추적 용이성 : 변경사항을 알아보기 쉬워야 함! 6. 수정 용이성 : 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함!

2 상태 다이어그램
객체의 상태와 상태 변화를 표현한 다이어그램 - ● : 시작점 - ◉ : 종료점 - 전이,
전이 조건, 이벤트

2 활동 다이어그램
시스템의 처리 활동을 순서대로 표현한 다이어그램 - ● : 시작점 - ◉ : 종료점 -
조건 노드, 병합 노드, 포크 노드

2
커뮤니케이션 다이어
그램

객체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와, 상호작용(객체 간 연관)까지 표현한 다이어그램 -
객체 : 사각형 (객체명:클래스명 으로 표현) - 메시지 : → 로 표현

2
유스케이스 다이어그
램

사용자 시점에서 표현한 다이어그램 - 유스케이스 : 찌그러진 원형 - 액터 : ㅇ<-<

https://www.notion.so/13c0e3d7197f479ca293662ba8cdf5ea
https://www.notion.so/0e283360f9724f629e7c49db23015b9a
https://www.notion.so/Iteration-Model-7e18829a39134b38a926027b5a99ee45
https://www.notion.so/a729ae8f86b44550a3e2123becc4161f
https://www.notion.so/Prototyping-Model-1163a26f760c479b90d55a00305429ba
https://www.notion.so/Spiral-Model-1af40080068948d5a7b002918d7bdb6f
https://www.notion.so/Waterfall-Model-41d61358922a479abddfe060b5b47ecc
https://www.notion.so/SDLC-ce64e1f08ddb4514bd66b94090e0f889
https://www.notion.so/SDLC-d0cb81c4fed44a42b2ca57e3eb83aad9
https://www.notion.so/SDLC-a36ba54e4b094305baf7c23badefe0ee
https://www.notion.so/UI-31c7f57d1a64459982dfba4ce54be058
https://www.notion.so/UI-12a68ce136a44e06a5dc44891986c245
https://www.notion.so/4dcca7da822a46aa9f60b5999c26c5ba
https://www.notion.so/fb2c8cec7ff34f469c8c173c3886bfb8
https://www.notion.so/d3b9f10913be44708a07c6b9982abd15
https://www.notion.so/4d82b05a0e564fbdb9eab2b8739686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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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퀀스 다이어그램
"시간적 개념" 중심으로 메시지 흐름을 표현한 다이어그램 - 생명선 : - - - - - - 실
행 : - - [ ] - - (함수 실행시간)

2 패키지 다이어그램 패키지 관계를 표현한 다이어그램 - 패키지 : 폴더 혈태

2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 관계를 표현한 다이어그램 - 컴포넌트 : 탭 2개가 달린 직
사각형 + 이름

2 클래스 간 관계

연의집 포일실  1. 연관(Association): 관련되어 있어 // <- -> (양방향은 화살표 생
략) 2. 의존(Dependency):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사용 // <・・ ・・> 3. 집합
(Aggeregation): 포함하지만 독립적 [부분-◇전체] // ◇- -◇ 4. 포함
(Composition): 포함하고 생명주기를 함께 해 // ◆- -◆ 5. 일반화
(Generalization): 일반적인지 구체적인지 [구체-▷일반] // ◁- -▷ 6. 실체화
(Realization): 기능으로 묶인 관계야 // ◁・・ ・・▷

2
클래스의 접근 제어
자

1. public +  : 외부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 2. protected #  : 동일 패키지
(하위 클래스 포함)일 때 접근 가능 3. default ~  : 자바 전용. 접근 제어자 명시
가 없을 때, 동일 패키지(하위 클래스 포함) 또는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 4.
private :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

2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의 속성(변수), 연산(메서드), 클래스 간 관계를 표현한 다이어그램 - 속성 :
클래스의 구조적 특성 (인스턴스가 보유 가능한 값의 범위) - 접근 제어자 : 접근
가능한 정도

2 UML 스테레오 타입

UML 기본 요소 + 새로운 요소를 더한 확장 매커니즘 << >>  (길러멧) 기호 사용
<<include>> : 어떤 시점에 반드시 다른 유스케이스를 실행함 <<extend>> : 어
떤 시점에 다른 유스케이스를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abstract>> :
추상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X, 공통 특징만 정의) <<interface>> : 모든 메서드와
상수가 추상인 클래스 <<entity>> : 정보 또는 행위를 표현하는 클래스
<<boundary>>: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클래스 <<control>>: 로직 및 제어를 담당
하는 클래스

2
동적 다이어그램 종
류

시유 커활 상타  1. 시퀀스 다이어그램 : "시간적 개념" 중심으로 메시지 표현 2.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 사용자 관점에서 표현 3.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 객체들
이 주고 받는 메시지와, 상호작용(객체 간 연관)까지 표현 4. 활동 다이어그램 : 시
스템이 수행하는 활동을 표현 5. 상태 다이어그램 : 객체의 상태와 상태 변화를 표
현 6. 타이밍 다이어그램 : 객체의 상태 변화와 시간 제약을 표현

2
정적 다이어그램 종
류

클객 컴배 복패  1. 클래스 다이어그램 : 클래스 간 관계를 표현 2. 객체 다이어그램 :
객체 간 관계 표현 3.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 컴포넌트 간 관계를 표현 *구현 단계
에서 사용 4. 배치 다이어그램 : 물리적 요소의 위치 표현 *구현 단계에서 사용 5.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 : 복합 구조인 경우 그 내부 표현 6. 패키지 다이어그램 :
패키지 간 관계 표현

2 UML의 구성요소 사관다  1. 사물 2. 관계 3. 다이어그램

2 UML 다이어그램 - 정적(구조적) 다이어그램 : 클객 컴배 복패  - 동적(행위적) 다이어그램 : 시유 커활 상
타

2 UML 표준화된 범용 모델링 언어

2 UML의 특징
가구명문  1. 가시화 언어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시화 2. 구축 언어 : UML →
소스코드 변환 가능 3. 명세화 언어 4. 문서화 언어

https://www.notion.so/457a5ee874564908b4de48585fa759ae
https://www.notion.so/cd13ee5b605e4f99b4d15fe6b23a6de0
https://www.notion.so/ec386916121c43bf8a3a4ff6f0278355
https://www.notion.so/4e9984518a184727ba1f57a87d10aec4
https://www.notion.so/caea293567204305985ec0704c5ae2cd
https://www.notion.so/82ecff6a81f84d7780931167811813ac
https://www.notion.so/UML-41b8551a8d9343f0b04f6c60c72e5b30
https://www.notion.so/765577ec6b2d4138b8a0a43cf157ff61
https://www.notion.so/263b47252ccf46aea8e83e3c7c6b8802
https://www.notion.so/UML-809e6b0883d4493eaf10c38048202054
https://www.notion.so/UML-9d547432d657410588b54fe3a335e8cf
https://www.notion.so/UML-6bc22d3c785f4ac597a9b5f8b808034b
https://www.notion.so/UML-c405f36b34e74883aaaacfa3a8c5fc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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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보드 정책, 와이어프레임 등 구축하려는 서비스를 위한 정보가 수록된 문서

2 UI 화면 설계 구분
와스프  - 와이어프레임 : 화면 단위의 레이아웃 설계 - 스토리보드 : 와이어프레임
+ 설명 - 프로토타입 : 와이어프레임(or 스토리보드) + 동적 효과

2
사용자 요구사항 도
출

페콘요컨  1. 페르소나 정의 2. 콘셉트 모델 정의 3. 요구사항 정의 4. UI 컨셉션

2
UI 개발을 위한 주요
기법

- 3C 분석 : Customer(고객), 자사(Company), 경쟁사(Competitor) 분석 -
SWOT 분석 :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분석 - 시나리오 플래닝 : 다양한 시
나리오를 설계해 불확실성 제거 - 사용성 테스트 : 사용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
며 과제 수행 - 워크숍 : 집단이 모여 지식,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검토하는 연구회

2 UI 표준
액정 스패조  1. UX 원칙 정의 2. 정책 및 철학 설정 3. 스타일 가이드 정의 4. UI 패
턴 모델 정의 5. 조직 구성

2
UI 품질 요구사항
(ISO/IEC 9126 기
반)

이신사유효기  1. 이식성: 다른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가? 이적설대  - 적용성: 다른 환
경에도 잘 적용되고 - 설치성: 잘 설치되며 - 대체성: 다른 SW를 대체할 수 있는
지 2. 신뢰성: 오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괜찮은가? 신성고회  - 성숙성: 오류가 없고
- 고장허용성: 오류가 있어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 회복성: 오류를 금방 회복
할 수 있는지 3. 사용성: 쓰기 편한가? 사이학운  - 이해성: 이해하기 쉽고 - 학습성:
배우기 쉽고 - 운용성: 다루기 쉬운지 4. 유지보수성: 개선 및 확장이 쉬운가? 유분
변안시  - 분석성: 결함이나 고장을 발견하기 쉽고 - 변경성: 수정하기 쉽고 - 안정
성: 수정하더라도 안정적이고 - 시험성: 변경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지 5. 효율
성: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가? 효시자  - 시간반응성: 처리 속도가 빠르고
- 자원효율성: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지 6. 기능성: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만족하
며 기능하는가? 기적정상보호  - 적절성: 적절하고 - 정밀성: 정확하고 - 상호운용성:
상호 운용되고 - 보안성: 보안성 있고 - 호환성: 표준 잘 지키는지

2 UI 설계 지침

사일단결 명표오접가  1. 사용자 중심 :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2. 일관성 : 조작법
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적으로 설계해야 함 3. 단순성 4. 결과 예측 가능 5.
명확성 : 개념적으로 인지하기 쉬어야 함 6. 표준화 : 디자인 표준으로 선행학습
이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7. 오류 발생 해결 : 오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함 8. 접근성 :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수용해야 함 9. 가시성 : 주요 기능은
메인 화면에 노출해야 함

2 UI 설계 원칙
직유학유  1. 직관성 :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 2. 유효성: 사용자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함! 3. 학습성: 쉽게 배울 수 있다! 4. 유연성: 인터렉션을 최대한
포용

2 UI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매개체

2 UI 유형
CGNO  1. CLI : 텍스트(명령어) 기반 2. GUI : 그래픽 기반 (마우스, 펜) 3. NUI :
신체 부위 이용 (터치, 음성) 4. OUI : 유기적 상호작용 기반 인터페이스 (모든 사
물이 입출력장치로 변화)

3 데크 양쪽 끝에서 PUSH(삽입) & POP(삭제)

3 큐 끝(Rear)에서는 Enqueue(삽입) & 앞(Front)에서는 Dequeue(삭제)

3 스택 한 방향으로만 PUSH(삽입) & POP(삭제)

https://www.notion.so/4b5122cae3bc46f4be37e68886e28e8a
https://www.notion.so/UI-8f26a9a1c2ba4b1ba9ae60b1b468f5db
https://www.notion.so/fc89af5a4ca143649df082445248f134
https://www.notion.so/UI-e86ccb37c3154a69ae12ef73a69ec9aa
https://www.notion.so/UI-1a5fe636abbe4ce794f97683289394e4
https://www.notion.so/UI-ISO-IEC-9126-0d77ad04129c498584c00703d3f441f4
https://www.notion.so/UI-1e219f284a4f4588b1e85eb0c3b603a0
https://www.notion.so/UI-9bb6e00058d34ee1b5cd4ff845189b2f
https://www.notion.so/UI-26b94c43196f49b4a530757ced6ee88e
https://www.notion.so/UI-66d4f3b59c614f118e83eab97c5f4697
https://www.notion.so/d4782bbb03cd495f95d2f5c010f9228f
https://www.notion.so/d4da3308a68b48a6b882ee8a367009ba
https://www.notion.so/12870d4f215248a29cbbd1e1efc011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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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RD (E-R 다이어그
램)

현실의 정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 개체와 개체의 속성 개체 간
관계를 도식화한 다이어그램

3 웹 마이닝
웹으로부터 얻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 (데이터 마
이닝 기술 응용)

3 텍스트 마이닝
대량의 텍스트 속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 (자연어, 문서 처리기술 적
용)

3 NoSQL의 유형
키컬도그  (DMBS 유형에서 'DBMS'라는 단어 제외) 1. Key-Value 2. Column
Family Data Store 3. Document Store 4. Graph

3 데이터 마이닝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파악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법

3 데이터 마이닝 기법

분연 연데  1. 분류 규칙 (Classification) : 과거 데이터로부터 분류 모델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결과 값을 예측 2. 연관 규칙 (Association) : 데이터 항목 간
종속 관계를 찾아냄 ex. 넥타이 구매자는 셔츠도 같이 구매함 3. 연속 규칙
(Sequence) : 연관 규칙에 '시간'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법 4. 데이터 군집화
(Clustering) : 유사한 특성을 지닌 그룹으로 분류하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분류

3 NoSQL의 특징
BASE  1. Basically Available :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야 함 2. Soft-State : 노
드의 상태는 외부 정보로 결정됨 3. Eventually Consistency : 일정 시간이 지
나면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됨

3 NoSQL
=Not Only SQL. 전통적인 RDBMS가 아닌 DBMS를 지칭 (조인 연산 불가, 수
평적으로 확장 가능)

3
빅데이터 분석 및 처
리 기술

1. 빅데이터 분석 - 데이터 가공 ex) 피그(Pig), 하이브(Hive) - 데이터 마이닝 ex)
머하웃(Mahout) 2.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 - 실시간 SQL 처리 ex) 임팔라
(Impala) - 요청 작업의 워크플로우 관리 ex) 우지(Oozie) 3. 분산 코디네이션 -
분산 처리 기술 ex) 주키퍼(Zookeeper) 4. 분석 및 시각화 - 시각화 기술 ex) R

3
빅데이터 수집 및 처
리 기술

1. 비정형 데이터 수집 ex) 척화(Chuckwa), 플럼(Flume), 스크라이브(Scribe)
2. 정형 데이터 수집 ex) 스쿱(Squoop), 하이호(Hiho), ETL, FTP 3. 분산 데이
터 저장/처리 ex) HDFS(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맵리듀스(구글이 발표) 4. 분산
데이터 베이스 ex) HBase

3 빅데이터 특성
V3  1. Volumn (양) : PB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 2. Variety (다양성) : 유형이 로
그, 소셜, 위치 등 다양해짐 3. Velocity (속도) :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수집됨

3 DBMS의 특징

일회무효보  1. 데이터 일관성 : 조작 후에도 데이터는 변함없음 2. 데이터 회복성 :
장애 발생 시 복구되어야 함 3. 데이터 무결성 : 동일한 내용에 서로 다른 데이터
가 저장되지 않아야 함 4. 데이터 효율성 : 응답 시간, 저장 공간 등을 최적화해야
함 5. 데이터 보안성 : 불법적인 노출, 변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3 온톨로지 실세계에 존재하는 개념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지식베이스

3 Graph DBMS
- 시멘틱 웹과 온톨로지 분야에서 활용되는 그래프로 데이터를 표현 ex) Neo4j,
AllegroGraph

3
Document Store
DBMS

- 값의 데이터 타입이 문서 타입(XML, JSON)인 DBMS ex) MongoDB,
Couchbase

3 Key-Value DBMS - Unique한 키에 하나의 값을 갖는 형태 ex) Redis, DynamoDB

https://www.notion.so/ERD-E-R-a6760cee311f4395ba9803f6f07b1594
https://www.notion.so/6df0981ea86b4427a0f6b86d0421c81b
https://www.notion.so/fd791b08bb9b48a8ae8343ea35c80bed
https://www.notion.so/NoSQL-100cb7b7d5344f128dd1d7752538a3e9
https://www.notion.so/354b0bed91ac4b039f576c92679c8e6e
https://www.notion.so/40f844f7a5e64e33b27515f512556454
https://www.notion.so/NoSQL-90b2b512d7e34dd5acfdbe0707ae62ac
https://www.notion.so/NoSQL-a2b4bd577e094da280e7cf6b7aa36498
https://www.notion.so/e1ce49e084764d2281c162726d53c16b
https://www.notion.so/82e956701ef94d088cb7549be6c03786
https://www.notion.so/57b4858036854338b7212c975cc3eb07
https://www.notion.so/DBMS-26389d4d70f142e89dc6322cdf3002bd
https://www.notion.so/c8a9c2e1d6284db68f4b19d1ef49f0f9
https://www.notion.so/Graph-DBMS-df5585e6ae2d4d13ba77fa9a0f1eefc1
https://www.notion.so/Document-Store-DBMS-d677d3780c5b4bce9089b8a55815193b
https://www.notion.so/Key-Value-DBMS-18e061a797a846e89075f65caea69d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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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lumn Family
Data Store DBMS

- Key안에 (Column, Value) 조합의 필드를 갖는 DBMS - 구글의 Bigtable 기반
ex) HBase, Cassandra

3 DBMS의 유형
키컬도그  1. Key-Value DBMS 2. Column Family Data Store DBMS 3.
Document Store DBMS 4. Graph DBMS

3 DBMS 데이터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3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1. 파일 시스템 개념 : DB 전 단계의 데이터 관리 방식 2. 관계형 DBMS
(=RDMBS) :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DB 관리 시스템 3. 계층형
DBMS (=HDMBS) : 데이터를 상하 종속 관계로 계층화한 모델 4. 네트워크형
DBMS (=NDBMS) : 데이터를 망상 형태로 표현한 모델

3 데이터베이스 특성
접변동내  1. 실시간 접근성 : 쿼리에 실시간으로 응답 2. 계속적인 변화 : 삽입/삭
제/갱신으로 최신 데이터 유지 3. 동시 공용 : 다수 사용자가 이용 4. 내용 참조 :
사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참조

3 데이터베이스
다수의 인원과 시스템이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집합 통저운공  1. 통합
된 데이터 2. 저장된 데이터 3. 운영 데이터 4. 공용 데이터

3 반 정규화 기법
테병분중 컬중 관중  1. 테이블 병합 2. 테이블 분할 3. 중복 테이블 추가 : 집진특  집계
테이블, 진행 테이블, 특정 부분만을 포함하는 테이블 4. 중복 컬럼 허용 5. 중복
관계 허용

3
반 정규화 (De-
Nomralization)

정규화된 개체/속성/관계를 단순화하는 기법 - 장점 : 성능 & 관리 효율성 ⬆ - 단
점 : 일관성 & 무관성 ⬇

3 5차 정규화 조인 종속 제거 (릴레이션의 모든 조인 종속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설립)

3 2차 정규화 부분 함수 종속성 제거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

3 보이스-코드 정규화 결정자는 모두 후보키

3 3차 정규화 이행 함수 종속성 제거 (A→B, B→C, A→C일 때 이행 함수 종속 관계)

3 4차 정규화 다치(다중값) 종속 제거

3 정규화 단계 도부이결다조  1NF, 2NF, 3NF, 보이스-코드(BC)NF, 4NF, 5NF

3 1차 정규화 도메인은 원자값으로만

3
이상 현상
(Anomaly)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 릴레이션 조작 시 발생하는 비합리적 현상 - 삽입, 삭제, 갱
신 이상 삽삭갱

3
E-R 다이어그램 구
성요소

- 개체: ☐ - 속성: ○ - 다중 값 속성: ◎ - 관계: ◇ - 관계-속성: —

3
정규화

(Nomralization)
데이터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이상 현상을 방지하는 과정

3 관계 해석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비절차적 언어 (프레디킷 해석 기반)

https://www.notion.so/Column-Family-Data-Store-DBMS-44d63417572f401991372b8cd2e5f3fa
https://www.notion.so/DBMS-e876ecb6c73e4b79b74b810ee9975e85
https://www.notion.so/DBMS-641d8d905d864b00ba2fd85ced84506c
https://www.notion.so/e1fabf41538349f2ac0699aee65b5753
https://www.notion.so/4a11966b022b41e0a4f5d297cfaa6741
https://www.notion.so/c85dadfbff1443a4b366695c49c8b8e7
https://www.notion.so/510772aca96f45c880bb3379814b6c9d
https://www.notion.so/De-Nomralization-a78c7d0ed02048d3bd2a1f8d19fb6c17
https://www.notion.so/5-cc97bd9aeea1448c8ecd424048bb6d01
https://www.notion.so/2-1839de154ce34b1896e9f1b7a9a96fe9
https://www.notion.so/58ea69e7da324cfb8c116ce695a67d7f
https://www.notion.so/3-6796af79c3d048e28247aecfd7a870b0
https://www.notion.so/4-b11dfb065d66485ab32f91ac827fa598
https://www.notion.so/12abb8ba3bd742d1a37e9d3c5d966f07
https://www.notion.so/1-e6594dc066dd4857b7c7b6e378c865b1
https://www.notion.so/Anomaly-effb95f35af64f4f9d8a83af93698dee
https://www.notion.so/E-R-25b7d50ab77c48988343beebc7476e7e
https://www.notion.so/Nomralization-260ad4d45c8b401e913592afd9355737
https://www.notion.so/9a7deb97fcea4bee92010718e19a13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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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수 관계 연산자

| 릴레이션이 하나만 나오면 𝞼 또는 π 이고, 릴레이션이 둘 나오면 ⋈ 또는 ÷ 이
다! 1. 셀렉트 𝞼  : 𝞼 조건 (R)  (R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 반환) ⇒ 가로 2. 프
로젝트 π  : π 속성리스트 (R)  (R에서 주어진 속성들로만 구성된 튜플 반환) ⇒ 세
로 3. 조인 ⋈  : R ⋈ S  (공통 속성으로 R과 S의 튜플 연결하여 반환) 4. 디비전
÷  : R ÷ S  (S의 모든 튜플과 관련된 R의 튜플 반환)

3 관계 대수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에 대한 절차적 정형 언어 - 일반 집합 연산자
합교차카  - 순수 관계 연산자 셀프조디

3 일반 집합 연산자
1. 합집합(Union): R ⋃ S  (전체) 2. 교집합(Intersection): R ⋂ S  (공통) 3. 차집
합(Difference): R﹣S  (R에만 존재하고 S에는 없음) 4. 카티션 프로덕트
(CARTESIAN Product): R 𝙓 S  (R과 S에 속한 모든 튜플 연결)

3 계층 데이터 모델 - 트리 형태 - 상하 관계 존재 - 1:N 관계만 허용

3
네트워크 데이터 모
델

- 그래프 형태 - CODASYL DBTG 모델이라고도 함 - 상위-하위 레코드 간 N:M
관계

3 관계 데이터 모델 - 2차원 테이블 형태 - Codd 박사가 제안 - 1:1, 1:N, N:M 자유롭게 표현

3 물리적 데이터 모델 - 객체 생성 (테이블, 뷰, 인덱스 등) - 반 정규화 수행

3 논리적 데이터 모델
-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매핑 - 목표 DBMS 설정, 스키마 설계 - 정규화 수
행 - 모델링 종류: 관계내  ① 관계 데이터 모델 ② 계층 데이터 모델 ③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3 개념적 데이터 모델
- 현실 세계의 정보를 추상적, 개념적으로 표현 - DB 종류에 무관 - 주요 산출물 :
E-R 다이어그램

3 데이터 모델의 절차 개논물  개념적 → 논리적 → 물리적

3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연구제  ① 연산 ② 구조 ③ 제약조건

3 데이터 모델 현실 세계의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모델

4 UDDI WSDL의 등록•검색을 위한 저장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레지스트리)

4 WSDL
Web Servie Description Language 웹 서비스명, 제공위치 등 웹 서비스의 정보
가 기술된 XML 형식의 언어

4 SOAP HTTP, HTTPS 등을 사용해 XML 기반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프로토콜

4 웹 서비스 방식 솦 웹서디랭 우디  1. SOAP 2. WSDL 3. UDDI

4 EAI vs. ESB
EAI - 기업 내부 이기종 통합 - 토폴로지 : 포허메하  - 핵심 기술 : 어댑터, 브로커,
메시지 큐 ESB - 기업 간 서비스 통합 - 토폴로지 : 버스 방식의 분산형 - 핵심 기
술 : 웹 서비스, 지능형 라우터, 포맷 변환, 개방형 표준

4 Hybrid 그룹 내 = Hub & Spoke 그룹 간 = Message Bus

4 Hub & Spoke 허브 시스템을 통한 중앙 집중 방식

4 Message Bus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버스)를 두어 연계

https://www.notion.so/fcf4af740e954342a9082616c7aa600c
https://www.notion.so/6cf611dff04540bbad4f8778ec067c6c
https://www.notion.so/e45e066bd7564b1cb32ba7279adc6652
https://www.notion.so/811384f464884b2fad08e7a242e83969
https://www.notion.so/bd4b8610b1014aef9c60c3d6d766b98c
https://www.notion.so/c521d8f8a4704c03b00b901946410c0f
https://www.notion.so/faa54d35f8a24bfca1317ad8a6bb829e
https://www.notion.so/04920588512348329464afcc690c411c
https://www.notion.so/04cff7c22e16405abbfc013b803dc876
https://www.notion.so/c2a5aebe7ccd4b0199d3eb240168c1ed
https://www.notion.so/4b94a93935a043cfb5a81c9e0bbf2bb8
https://www.notion.so/69fcb9d0f4de4126b9f84d7142f2d0a9
https://www.notion.so/UDDI-6b73faa573834d7b8e58b837421eee42
https://www.notion.so/WSDL-87b85c1630624fc1ae8d9cbf07de2e3d
https://www.notion.so/SOAP-966620355c864765b25b4a455550b6d8
https://www.notion.so/927b3e518fce4de980fa7bfafd63006e
https://www.notion.so/EAI-vs-ESB-64d0aac57c6c4a5b9a895144e8237570
https://www.notion.so/Hybrid-fcd1107fe5864782a2cbf2a7c0ef039a
https://www.notion.so/Hub-Spoke-dc19f0d20e2942cd87e040672b41eaa1
https://www.notion.so/Message-Bus-f392e4aec10042be96377d1e6abc9f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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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int-to-point 가장 기초적인 1:1 단순 통합방법

4 EAI의 유형 포허메하  1. Point-to-toint 2. Hub & Spoke 3. Message Bus 4. Hybrid

4 EAI 구성요소

1. EAI 플랫폼 2. 어댑터 : EAI의 핵심장치.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데이터 입
출력 도구 3. 브로커 : 데이터 전송 시 포맷과 코드를 변환해줌 4. 메시지 큐 : 비동
기 메시지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사이에서 송수신해주는 기술 5. 비즈니스 워크플
로우 : 미리 정의된 워크플로우에 따라 업무 처리

4
연계 매커니즘 수행
절차

1. 연계 데이터 추출 및 생성 2. 코드 매핑 (데이터 변환) 3. 연계 테이블 또는 연
계 파일 생성 4. 로그 기록 5. 연계 서버 또는 송수신 어댑터 6. 전송 7. 수신된 데
이터 DB에 반영

4 ESB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아키텍처로, 미들웨어(버스)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느슨한 결합" 방식으로 지원

4 Socket
프로세스 간 통신의 접속점 (IP주소+포트넘버) 클라이언트 요청을 서버와 연결해
줌

4 EAI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간 연계를 돕는 솔루션

4 간접 연계 기술 이에아 이스비 소켓  1. ESI 2. ESB 3. Socket

4
연계 매커니즘 (간접
연계)

간접 연계 - 장: 서로 상이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연계 가능 - 단: 성능 저하, 개발
비용 높음

4 하이퍼링크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부분 또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주는 속성

4 JDBC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 송신 시스템의 DB와 연결하는 방식 * JDBC : 자바에
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API * JDBC 드라이버의 구성 : Java
Application - JDBC API - JDBC Driver Manager - JDBC Driver

4 API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규격을 정해
놓은 인터페이스

4 DB Connection
DB Connection Pool을 생성하고 해당 풀 명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 * 커넥션
풀: DB와 연결된 커넥션을 미리 만들어 풀 속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반
환하는 기법

4 DB Link
수신 시스템에서 DB 링크를 생성하고, 송신 시스템에서 해당 링크를 참조하는 방
식

4 직접 연계 기술 링컨애제하  1. DB Link 2. DB Connection 3. API 4. JDBC 5. 하이퍼링크

4
연계 매커니즘 (직접
연계)

직접 연계 - 장: 구현이 쉽고 개발 기간 짧음 - 단: 결합도가 높음

4 연계 데이터 표준화
공개종  1. 인터페이스 데이터 공통부 : 표준 항목 2. 인터페이스 데이터 개별부 :
개별 데이터 3. 인터페이스 데이터 종료부 : 전송데이터의 끝을 알림

4 연계 시스템의 구성
송수중  1. 송신 시스템 : 연계할 데이터를 송신 2. 수신 시스템 : 수신한 데이터를
변환해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스템 3. 중계 시스템 : 송신-수신 시스템 사이에서 송
수신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https://www.notion.so/Point-to-point-f7c73eb691164bccafd4b630cbbaa5e8
https://www.notion.so/EAI-95a33aac7a16403fad308c58be6e7764
https://www.notion.so/EAI-91f00de9b0ec4fa2a2314bffcf078062
https://www.notion.so/920bd46ac7414d5783f3d228230a2ec6
https://www.notion.so/ESB-7c9bf5a4f3ac4fca8f3d0fb3e1250807
https://www.notion.so/Socket-87870d85fd154e9c9dc67969156a7d75
https://www.notion.so/EAI-b1acf42aa5454783b3a27a20b423e03f
https://www.notion.so/73dfbe55bce740d7821bf74f77e40741
https://www.notion.so/d45a31bb9d7e4ac4ada8c68e1b5dffff
https://www.notion.so/77c1e5708cd246daaa1e588f343fbc65
https://www.notion.so/JDBC-1ea4aea29a15482f952d0b41caf4c2ef
https://www.notion.so/API-6f5723dda0b14f50a54fd58144df99e8
https://www.notion.so/DB-Connection-299f8afc5d07405198c84baa103a5973
https://www.notion.so/DB-Link-7e3cbe509ed14446b05b6835a7b7700a
https://www.notion.so/d81284554e5b4539b2cdfa759932dc67
https://www.notion.so/8ed66178fb9f400a8bdc30cb4531b4bd
https://www.notion.so/9d357db8d32e4d35950799398b3c34c5
https://www.notion.so/e4a0bb03251c4c48a9688b6e2631c0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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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어 내용

4
인터페이스(연계) 명
세서

연계에 필요한 항목을 명세화한 문서 구성요소 : 인최크시데  1. 인터페이스 ID 2. 최
대 처리 횟수 3. 데이터 크기 (평균/최대) 4. 시스템 정보 (송수신 각각) : 시스템
명, 업무명, 연계방식 등 5. 데이터 정보 (송수신 각각) : 번호, 필드, 데이터 타입
등

4 개체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도출된 개체와 관련된 정보를 명세화한 문서

4
연계 요구사항 분석
시 참고 문서

코테응시  1. 코드 정의서 2. 테이블 정의서 3. 응용 프로그램 구성도 (화면 설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4. 시스템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 하드웨어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등)

5
인터페이스 감시 도
구

1. 스카우터 2. 제니퍼

5 제니퍼 개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모니터링 가능한 감시 도구

5 스카우터 애플리케이션 및 DB 모니터링 가능한 감시 도구

5 오류 처리 방법
화로테  1. 화면에서 오류를 인지하도록 구현 2. 오류 로그 생성 3. 관련 테이블에
오류 사항 기록

5 Watir 루비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

5 NTAF
STAF(재사용 및 확장성) + FitNesse(협업 기능) 장점을 통합한 NHN의 프레임
워크

5 Selenium 다양한 브라우저와 개발 언어를 지원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

5 STAF 각 테스트 대상 분산 환경에 '데몬'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

5 FitNesse 웹 기반 테스트 케이스를 지원

5 xUnit Java, C++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5 S-HTTP 클라/서버 간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보안 기술 (HTTP를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

5
인터페이스 구현 검
증 도구

엑스피 엔셀웨  1. xUnit 2. STAF 3. FitNesse 4. NTAF 5. Selenium 6. Watir

5 SSL/TLS

전송계층(4계층)과 응용계층(7계층) 사이에서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는 보
안 프로토콜 구성요소 카흐르 CAHHR  1. Change Ciper Spec Protocol : 협상된
Ciper Spec을 상대에게 알리는 프로토콜 2. Alert Protocol : 경고 메시지 전달
3. Heartbeat Protocol : 클라/서버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 4. Handshake
Protocol : 클라/서버가 서로 인증하고 암호화 키를 협상 5. Record Protocl : 협
상된 Ciper Spec

5 IPSec

네트워크 계층(3계층)에서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 인증 헤더(AH) + 암호화
(ESP)를 이용 - AH(인증) 프로토콜: MAC를 통해 인증 제공 - ESP(암호화) 프로
토콜 : MAC+암호화를 통해 인증+기밀성 제공 - IKE(키관리) 프로토콜 : Key를
주고받는 알고리즘

https://www.notion.so/327e0f8962d1438498a5a237ac7c1e2d
https://www.notion.so/b90467f6d0ae436eb64bc75fff8c8ebb
https://www.notion.so/2cb082d0b93349659522909659b14344
https://www.notion.so/a95fe02b36604868a64ac9c85af01764
https://www.notion.so/adf5ea7425af4f0ab509cc4b58ad1536
https://www.notion.so/c5c2209cb1174d74b2e9cd0e0efd722e
https://www.notion.so/d6e86979915c4fc3a62275837b496bb3
https://www.notion.so/Watir-1741b33c9f8e4990a2bd3671c830398b
https://www.notion.so/NTAF-582831fc2e524942acea83ae3a0d602c
https://www.notion.so/Selenium-ea8a4d87648c471dbadc6d1e89d1b4c3
https://www.notion.so/STAF-b5477bbb129c4aa6b2781d244b267ec5
https://www.notion.so/FitNesse-c1f4ffbce6754e6abbed2356567fc1e4
https://www.notion.so/xUnit-cd8e876b0ea148f5a1deacf042d1850a
https://www.notion.so/S-HTTP-3b9560124f67472a8571a09b4b1fb5a7
https://www.notion.so/f4885929d77d45b6b5bb3881368f9e3d
https://www.notion.so/SSL-TLS-59a03405c78f48729e0abe81b95f8053
https://www.notion.so/IPSec-5c6e2f1168574053b80e77b5c4faa2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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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어 내용

5 DB 암호화 기법

애플티하  1. API 방식 :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암호 모듈 적용 (애플리케이션 서버
에 부하 발생) 2. 플러그인 방식 : DB 서버에 암호 모듈 적용 (DB서버에 부하 발
생) 3. TDE 방식 : DBMS 커널이 자체적으로 암호화 기능 수행 (Transparent
Data Encryption) 4. 하이브리드 방식 : API+플러그인 (부하 분산)

5
인터페이스 구현 방
식

① 데이터 통신 사용 : 인터페이스 객체 생성 후 데이터 통신으로 전송 ② 인터페
이스 개체(Entity) 사용 : 송신 시스템/수신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 테이블 구현

5 REST의 구성 리메메  1. 리소스 2. 메서드 3. 메시지

5
REST 메서드의 종
류

1. POST [C] 2. GET [R] 3. PUT [D] 4. DELETE [D]

5 REST
HTTP URI로 자원을 표시하고, HTTP 메서드를 통해 해당 자원에 대한 삽입, 삭
제, 갱신 등의 명령을 적용하는 아키텍처

5 AJAX의 동작 원리

1. 요청 이벤트 발생 2. 자바스크립트 호출 3. 자바스립트가 XMLHttpRequest
객체를 사용해 서버에 요청 (비동기이므로 그동안 다른 일 처리) 4. 서버는
XMLHttpRequest 객체를 가지고 AJAX 요청 처리 5. 전달받은 데이터를 사용해
웹 페이지 일부만을 갱신하는 자바스크립트 호출

5 AJAX의 주요기술

- XMLHttpRequest : 비동기 통신을 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 - XML :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 - DOM : XML 문서
를 트리 구조 형태로 접근하게 해주는 API - XSLT (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ations) : XML 문서를 다른 XML 문서로 변환하는 데 사용
하는 언어 - HTML : 웹 문서를 표현하는 마크업 언어 - CSS : 마크업 언어가 표
시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

5 AJAX 서버-클라 간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기술

5 XML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

5 XML의 특징
- 트리 구조이며, 모든 태그에는 종료 태그가 필수 - 속성값은 큰 따옴표(")로 묶고
대소문자를 구분함

5
JSON의 표현 자료
형

1. 숫자 2. 문자열 (항상 "" 따옴표 사용!) 3. 배열 (대괄호 [ ] 표시) 4. 객체 (중괄호
{ } 로 표시하며, 이름은 문자열을 쓴다) ``` { "이름": "에쉬레 버터", "가격":
15000, "판매처": ["쿠팡", "이마트", "롯데마트"] } ```

5 JSON
'키-값'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사용한 포맷 (AJAX에서 많이 사용)

5
인터페이스 기능 구
현

선생 전전수파 검후 결반  1. 대상자 선택 (대상이 될 데이터를 SQL로 선택) 2. 인터페
이스 데이터 생성 (JSON 등 형식에 맞게 가공) 3.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요청
4.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5. 인터페이스 데이터 수신 6. 인터페이스 데이터 파
싱 7. 인터페이스 데이터 검증 (포맷 및 제약조건 오류 검사) 8. 후속 기능 수행
(수신 시스템에 정의된 후속 기능 진행) 9. 수신 결과 생성 및 전송 10. 수신 측의
처리 결과 반환

5 컴포넌트 명세서
컴포넌트의 개요, 내부 클래스 동작과 같은 내용을 정의한 것 * 컴포넌트 :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다른 부품과 조립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5 인터페이스 명세서 컴포넌트 명세서에 명시된 인터페이스 클래스의 세부 내용을 정의한 것

https://www.notion.so/DB-0afa31e70cc34a8ea890ac8705e76ebf
https://www.notion.so/80df63aa737a4d6998f475158bd842e8
https://www.notion.so/REST-70a4930600a0471185d7089383f3fe32
https://www.notion.so/REST-db48821b14bc457bb28c9a95567d4faf
https://www.notion.so/REST-c8064d465e5c476eb2175b75968e3644
https://www.notion.so/AJAX-96eb7203fbbe49c1b1c4cdc9eada8533
https://www.notion.so/AJAX-b01b9deb841d4e6fae53abe10e9fb618
https://www.notion.so/AJAX-3e77faca921d49b5b4b7dd0b1d664e1d
https://www.notion.so/XML-5c59d474852147b2b38fe7f8c0b71109
https://www.notion.so/XML-e33be0a868bb435cb65dbcfe04aaa7a4
https://www.notion.so/JSON-58cce841e3df44ef9d8eed343d707243
https://www.notion.so/JSON-fc91c3c445b244e6849334c05d41eb62
https://www.notion.so/2e0ed4eafcfb4c50b6d9ebc8ca164e3d
https://www.notion.so/667114fed39f4a83b6068a834d3977da
https://www.notion.so/e9c3bec407a640a68d37d0246dccbe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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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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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페이스 전송 시
데이터 표준 확인 절
차

의미표준식별  1. 입출력 의미 파악 2. 데이터 표준 확인 3. 데이터 항목 식별 4. 데이
터 표준 최종확인

5 ESB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아키텍처로, 미들웨어(버스)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느슨한 결합 방식으로 지원

5 EAI 구축 유형

포허메하  1. Point-to-point : 가장 기초적인 1:1 단순 통합 방법 2. Hub & Spoke :
허브 시스템을 통한 중앙 집중 방식 3. Message Bus :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
들웨어(버스)를 두어 연계 4. Hybrid : 그룹 내는 허브&스포크, 그룹 간은 메시지
버스

5 EAI 구성요소
1. EAI 플랫폼 2. 어댑터 : 핵심장치. 데이터 입출력 도구 3. 브로커 : 포맷과 코드
를 변환해주는 솔루션 4. 메시지 큐 : 비동기 메시지를 사용할 때 송수신하는 기술
5.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 정의된 워크플로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

5 EAI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간 연계를 돕는 솔루션

5
인터페이스를 위한
모듈 연계 방식

1. EAI 2. ESB

5
상세 기능별 인터페
이스 명세서 주요항
목

아명오개 전후파반  1. 인터페이스 ID 2. 인터페이스명 3. 오퍼레이션 이름 4. 오퍼레
이션 개요 5. 사전 조건 6. 사후 조건 7. 파라미터 8. 반환값

5 인터페이스 산출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정의서 → (인터페이스) 명세서 → (인터
페이스) 설계서

5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인터페이스 목록, 각 인터페이스 세부 정보를 정의한 문서

5 인터페이스 종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or 시스템 인터페이스

6 클래스 정의
[C++] private: 아래서부터 쭉~ 해당 접근 제어자가 적용됨 [자바] 자바는 변수/
메서드 하나하나 접근제어자 지정 필요 [파이썬] 파이썬은 매개변수 앞에 self 키
워드 필요 (입력받는 값이 없을 때 self를 쓰기 위함)

6 List [파이썬]의 자료형. 순서 중요 append(값) , insert(인덱스, 값) , remove(값)

6 Dictionary [파이썬]의 자료형. 키-값 쌍 딕셔너리이름[키] = 값 , del 딕셔너리이름[키]

6 Set [파이썬]의 자료형. 중복값 무시, 순서X add(값) , remove(값)

6 HashMap [자바]의 자료형. 키-값 쌍 put(키, 값) , remove(키) , get(키)

6 ArrayList [자바]의 자료형. 순서 중요 add(값) , add(인덱스, 값)  remove(인덱스) , get(인덱스)

6 HashSet [자바]의 자료형. 중복값 무시, 순서X add(값) , remove(값)

6 라이브러리의 패키지 모듈을 구조화한 라이브러리

6 라이브러리 구성 도설샘  1. 도움말 2. 설치 파일 3. 샘플 코드

6 라이브러리의 모듈 변수, 함수 등을 모아둔 파일

https://www.notion.so/c2dea8e838f04b4ab2433dc31e88db4b
https://www.notion.so/ESB-f049d196f2d14f059f1e06f0c963e10c
https://www.notion.so/EAI-da72c893ce0440febfdc589439d95bc8
https://www.notion.so/EAI-d1c5aac52be947a18256f7de2552668c
https://www.notion.so/EAI-53cc511c5752482f9a732e5fd1b5977f
https://www.notion.so/5155fc162de746feae39fc5d551d91cc
https://www.notion.so/a553f98e10c8468b991752aa3a21f2e6
https://www.notion.so/4e34578541e14afa90e17bf42849828f
https://www.notion.so/eb5a6f7aa0904e9e8a185277133f506e
https://www.notion.so/294bbdc3a90549638a3e5ff2aac1e7e9
https://www.notion.so/ac6a62e585d7411cacb78cc8e8e54ab2
https://www.notion.so/List-d22dff159f41453291f6d181742b253d
https://www.notion.so/Dictionary-f3e4796e736d411eacbc04bf347eef66
https://www.notion.so/Set-449d859be70d4b48937600688b212003
https://www.notion.so/HashMap-27ee1a5818994048aa2440f846d6983d
https://www.notion.so/ArrayList-5ac0a02fef724f07968d34d16e2b5957
https://www.notion.so/HashSet-1b2a9e19f5be44e1a3f8d589e42926f9
https://www.notion.so/2a0fbe76b5e04b6b8973221e80458cfa
https://www.notion.so/03d80b1de016490da7027062293db0ed
https://www.notion.so/e04d7e62fb1848e98dd9ed69e5117d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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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의 구성요소

객클메  1. 객체 : 개체+속성+메서드로 이루어진 인스턴스 개속메  2. 클래스 : 객체
를 표현하는 추상 데이터 타입 3. 메서드 : 객체 간 통신

6 라이브러리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모은 집합체 (모듈과 패키지를 총칭)

6 선언형 언어

1. 함수형 언어 - LISP : 수학 표기법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 - 하스켈 : 패턴 맞춤,
커링, 조건제시법 등의 기능 2. 논리형 언어 - Prolog : 논리식을 기반으로 인공지
능,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 사용 3. 특수분야 언어 - SQL : DBMS 관리를 위한
질의어

6 스크립트 언어
피피피자스  1) PHP : 동적 웹페이지를 위한 언어 / 자체 인터프리터 제공 2) Perl :
실용성 모토 / 인터프리터 3) Python 4) JavaScript

6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씨씨자델  1) C++ : C언어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 추가 / 컴파일 2) C# : MS
에서 개발. 불안전 코드(Unsafe Code) 같은 기술을 통해 상호 운용성 확보 3) 자
바 :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4) 델파이 : 파스칼 문법 +
여러 기능. Windows 아래에서 모든 부분 프로그래밍 가능

6 절차적 프로그래밍
1) 포트란 (FORTRAN) : 과학 기술 전문 언어로, 고급 수학 함수들 사용 가능 /
컴파일 2) C 언어 : 유닉스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기 위한 언어 / 컴파일 3) 알골 :
알고리즘 연구개발 목적 4) 베이직: 교육용으로 개발된 언어 / 인터프리터

6
프로그래밍 구현 기
법

1) 컴파일 방식: 고급 언어 → 기계어로 번역하는 방식 ex. FORTRAN , PASCAL , C ,
C++  2) 인터프리터 방식: 명령문을 하나씩 번역하고 실행하는 방식 ex. BASIC ,
LISP , PHP , Perl , 프롤로그  3) 혼합형 방식: 고급 언어를 컴파일하여 중간 언어로
변환 후, 인터프리터가 번역을 실행하는 방식 ex. 자바

6 인터페이스
자바에서 다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법으로, 추상 메서드와 상수만을 멤버로
갖는다 - interface로 정의하고 implements로 가져다 쓴다

6
프로그래밍 언어 분
류 (실행방식)

1. 명령형 언어 (=절차형 언어): 명령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방식 포코파씨알베
ex. FORTRAN , COBOL , PASCAL , C , ALGOL , BASIC  2. 객체지향 언어: 객체 간 메시
지 통신을 이용하는 방식 ex. 자바 , C++  3. 함수형 언어: 수학수식과 같은 함수들
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호출하는 방식 리하  ex. 리스프(LISP) , 하스켈(Haskell)  4.
논리형 언어: 논리 문장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식 ex. 프롤로그(Prolog)

6 추상 클래스 구현
[C++] : 메서드 뒤에 =0  붙임 [자바] : 클래스명과 메서드명 앞에 abstract  붙임
[파이썬] : 메서드 내부에 pass  키워드를 사용

6 상위 클래스 접근
[C++] : 부모클래스::메서드명()  [자바] : super.메서드명()  //super()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에 접근 [파이썬] : super().메서드명()

6 추상 클래스 자식클래스에서 상위클래스의 미구현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는 기능

6 오버로딩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매개변수만 다르게 하여 여러 개 정의하는 것

6 오버라이딩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있는 기능 [C++] 은 virtual
키워드가 꼭! 필요하다 (부모/자식 중 하나라도 있으면 오버라이딩 되지만, 둘 다
키워드가 없으면 오버라이딩 되지 않으니 주의)

6 상속 문법
[C++] class 자식클래스  : public 부모클래스 { }  [자바] class 자식클래스 extends

부모클래스 { }  [파이썬] class 자식클래스 (부모클래스):

6 상속 어떤 객체의 변수와 메서드를 다른 객체가 물려받는 것

https://www.notion.so/9351e2015e524cd5aff68dbc892609b2
https://www.notion.so/e87fdfcca79a43ef85f04642e2985751
https://www.notion.so/f3ae0a79b49b4577a62b0ed34f9669af
https://www.notion.so/95304656b9ca45e09bc5fb0734bc709b
https://www.notion.so/64e622d4068c45c4aba4766708e129b7
https://www.notion.so/1675949f24cb48b6944968051797152e
https://www.notion.so/c07adb457eb54b5486822591c4121694
https://www.notion.so/58a93e0fb6c648a293350c8adebf29cb
https://www.notion.so/7351ebc5eaff4368b09683835f7358a6
https://www.notion.so/99ae5114e9ca46e8ab100ea4403afb45
https://www.notion.so/665c8ef473d947d4adddcf33c7e57e97
https://www.notion.so/924103ae87a343428f74698419a66997
https://www.notion.so/07d770ff853742499936fe1b18cc4b40
https://www.notion.so/9293380919d8473eb2e79c948f6e7f1e
https://www.notion.so/6164db3d52124cf2bcfede0b52e7fc60
https://www.notion.so/cbb75d891ca9468dab6dcc9eb387f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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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성자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 - [C++] [자바] : 클래
스명과 동일하면 생성자 - [파이썬] : __int__  라는 메서드명을 사용하면 생성자

6 소멸자

객체의 수명이 끝났을 때 객체를 제거하기 위한 메서드 - [C++] : 클래스명과 동
일하고, ~  기호를 사용하면 소멸자 - [자바] : finalize  라는 메서드명을 사용하
면 소멸자 - [파이썬] : __del__  라는 메서드명을 사용하면 소멸자

6 자신 클래스 참조
[C++] this -> 변수명; this -> 함수명(매개변수); [자바] this.변수명; this.함수명
(매개변수); [파이썬] self.변수명 self.함수명(매개변수)

6 접근 제어자

1. public +  : 외부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 2. protected #  : 같은 패키지
내부, 하위 클래스(상속)일 때 접근 가능 3. default ~  : 자바 전용. 접근 제어자
명시가 없을 때, 같은 패키지 내부에서 접근 가능 4. private -  : 같은 클래스 내
에서만 접근 가능

6 구조체
- 기본 타입을 갖고 내 입맛대로 새롭게 정의하는 자료형 - [C] [C++] 에서
struct  로 선언 후 사용

6 열거체
- 정수형 상수에 이름을 붙여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것 - [C] [C++] 은 enum  으로 선
언하며 초깃값이 없으면 0부터 차례대로 할당

6 루프 제어 명령문
- break  : 반복문 중지 - continue  : 아래 구문 실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문으로 넘
어감

6 for문
[C] [C++] [자바] for (초깃값; 최종값; 증감 값) { 명령문; }  [파이썬] for 변수 in
range (시작값, 끝값) : 명령문  - (시작값)부터 (끝값-1)까지 1씩 증가 for 변수 in
range (반복횟수) : 명령문  - 0부터 (반복횟수-1)까지 1씩 증가

6 switch문

1) 해당하는 case가 있다 - break가 있으면 switch 문 종료 - break가 없으면
break를 만날 때까지 switch 문 내 다른 문장을 실행 2) 해당하는 case가 없다 -
default 실행 - 조건에 해당하는 case도, default도 없다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
는다

6 if문 [C] [C++] [자바] if() {} else {}  [파이썬] if: elif: else:

6 입력 함수

[C] scanf("%c %d", &a, &b);  // 문자열 입력이 아닐 때 ⇢ 변수명 앞에 & 붙임
scanf("%s", c);  // 문자열 입력일 때 ⇢ &는 안 붙임 [C++] std::cin >> a;  [자
바] Scanner c = new Scanner(System.in);  s = c.nextLine();  //문자열 i =
c.nextInt();  //정수형 f = c.nextFloat();  //실수형 [파이썬] s = input()  s =
eval(s)  # 문자열인 경우 eval()  함수를 써서 숫자로 변환해 줘야 한다

6 포맷 스트링
%c  : 문자 %s  : 문자열 %d  : 10진수 %x  : 16진수 %o  : 8진수 %f  : 실수 (6자리
까지) %[전체자리수].[소수점자리수]f  : 해당 자리수만큼 실수 ex. float a = 1.2일 때
("%.2f", a)  는 1.20  이고, ("%7.3f\n", a)  는 1.200  이다

6 출력 함수

[C] printf("Hello World");  printf("Hello\nWorld");  printf("%d", a);  [C++]
std::cout << "Hello" << endl << "World";  [자바]
System.out.print("Hello\nWorld");  System.out.println("Nana");  [파이썬]
print('Hello', end='')  # 개행 없음 print('World')  # 개행 있음 # 아무것도 없
이 print()  만 하면 개행처리와 마찬가지

6 증감 연산자 ++x  / --x  (증감시킨 후 변수 사용) x++  / x--  (변수 사용 후 증감)

https://www.notion.so/5fd7d6c52bdb49c5b5505e096de81590
https://www.notion.so/74afc900a15046ecacf5a2fc4d83324d
https://www.notion.so/1043a66e7796481baf1de2233cdd460a
https://www.notion.so/53c1fcaa4f354503b5c72ec91883258d
https://www.notion.so/4479b32a78ab481fa4c69cf3d6e4a722
https://www.notion.so/5bb22e3cc11549f683d72a578435126f
https://www.notion.so/af61311971794d62a5c563b194be8644
https://www.notion.so/for-8d8380a93302495bb371dd8b77c5e87d
https://www.notion.so/switch-894081cb1b7a4b259885566ecd8c7175
https://www.notion.so/if-1bf7859be24546bb81e83bf13702f3f3
https://www.notion.so/7d5fc08b308044e6ae1259daae59216e
https://www.notion.so/0176726240ac42e492f7cdf5fc46c746
https://www.notion.so/1fdbf571aa4242eb863bcc21f365cb79
https://www.notion.so/ae844e9b51b14dc98793dd0809782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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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트 연산자

&  (같은 비트 값이 모두 1이면 1) |  (같은 비트 값중 하나라도 1이면 1) ^  (같은
비트값이 서로 다르면 1 =XOR) ~  (모든 비트값을 반대로) ex. 5&6 (답:4) - 5는
101, 6은 110 - 1&1=1, 0&1=0, 1&0=0 이므로 100 - 100은 4 ex. 30&15
(답:14) - 30은 11110, 14는 1111 - 둘이 자릿수가 다르면 11110&01111로 계산 -
01110은 십진수로 14

6 2진수 ⇢ 10진수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1,2,4,8,16,32... 작성. 이후 1인 자릿수만 총 더해서 계산
ex) 10100 = 16,8,4,2,1 = 16+4= 20

6 시프트 연산자
<<  (우측의 값만큼 왼쪽으로 비트 이동) >>  (우측의 값만큼 오른쪽으로 비트 이
동) ex. 6<<1 (답:12) - 6을 2진수로 바꾸면 110 - 왼쪽으로 1 이동이므로 1100 -
1100을 10진수로 바꾸면 12

6 10진수 ⇢ 2진수
2로 나누고, 나머지를 우측에 작성. 더 이상 2로 나눌 수 없게 되면 아래서부터 위
로 읽어나감 ex) 5/2=2(나머지1) ⇢ 2/2=1(나머지0) ⇢ 답:101

6 헝가리안 표기법 식별자 앞에 자료형을 붙이는 표기법

6 스네이크 표기법 식별자에 여러 단어가 이어질 때 각 단어 사이에 언더바를 넣는 표기법

6 카멜 표기법
식별자에 여러 단어가 이어질 때 첫 단어의 시작만 소문자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표기법

6 파스칼 표기법 식별자에 여러 단어가 이어질 때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표기법

6 리스트 슬라이싱

1) 시작 인덱스: 생략 시 처음부터 2) 종료 인덱스: 종료 인덱스 '전'까지만 슬라이
싱하며 생략 시 마지막까지 3) 스텝: 생략 시 1 a = [7, 6, 3, 4, 0]
print(a[:4:2]) # 출력: [7,3] a = "Hello Phython" b = a[0:3] c = a[-4:-1]

print(b+c) # 출력: Heltho

6 리스트 인덱스 [0] [1] ... [n-2] [n-1] [-n] [-(n-1)] ... [-2] [-1]

6 포인터 변수

- 변수 선언 시 데이터 타입 뒤에 *  를 붙이면 포인터 변수가 된다 - 변수명 앞에
&  를 붙이면 해당 변수의 주솟값을 가리킨다. - 주솟값에 들어있는 값은 *  로 얻
을 수 있다. // 변수 a의 값이 배열일 때, a[0]은 0번지 값이고 &a[0]은 0번지 주
소를 가리킴 // printf("%s")으로 문자열 출력 시, 무조건 NULL 값 바로 앞까지
출력한다 Q. char b[16] = "hello world"; printf("%s", &b[6]); A: world

6 자료형
Java : HashSet, ArrayList, LinkedList, HashMap Python: Set, List, Tuple,
Dictionary

6 문자 vs. 문자열
[C] [C++] [자바] 에서 문자 하나는 작은 따옴표('),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표기
(따옴표는 문자이냐 문자열이냐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출력 결과가 아니
므로, 출력 결과에 따옴표를 쓰는 건 오답이니 주의!)

7
주요 옵티마이저 힌
트

◦ /*+ RULE */  : 규칙 기반 접근방식 사용 ◦ /*+ CHOOSE */  : 오라클 옵티마이저
디폴트값을 따름 ◦ /*+ INDEX(테이블명 인덱스명) */  : 해당 인덱스 강제 사용 ◦ /*+
USE_NL(테이블명) */  : 조인 방식을 Nested Loop Join으로 설정 ◦ /*+ USE_MERGE(테
이블명) */  : 조인 방식을 Sort Merge Join으로 설정 ◦ /*+ USE_HASH(테이블명) */  :
조인 방식을 Hash Join으로 설정

7 옵티마이저의 역할
1. 쿼리 변환 : SQL을 표준화된 형태로 변환 2. 비용 산정 : 카디널리티, 비용 등
을 계산 3. 계획 생성

https://www.notion.so/9d7990723d6c4efba1d1414874068da1
https://www.notion.so/2-10-b5e29d8a8f394f6888ebaea4ffee01a9
https://www.notion.so/373d83332f9049b1a3446bb2a7dfe4f0
https://www.notion.so/10-2-44ed7fe7a9a2436a93d9d7f2baf679e7
https://www.notion.so/0389345f53144be38638a4515ed3f382
https://www.notion.so/1cce255e2a964ff5aff2303b65832465
https://www.notion.so/35917b115d40449da28591ab06be5aca
https://www.notion.so/61b9b7ef9d2d4aceb16f5824381817b0
https://www.notion.so/31bcf8bf55fc437cb51324927d34fbd5
https://www.notion.so/022d811eb4e14da4b8e2923a5e26927e
https://www.notion.so/614c0ea3184b4ebca4d6ab38d2763948
https://www.notion.so/66e7d2ba4eff4d25b328a8bbc1d78312
https://www.notion.so/vs-a26fbe8e0d944293b9c08dede18d8b79
https://www.notion.so/504581db6667426d8d5f7bdd71281dcb
https://www.notion.so/002947343428432fb6c1a4b5e292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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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힌트 힌트를 통해 옵티마이저의 실행 계획을 변경 가능함

7 CBO
- 모든 접근 경로를 고려해 실행 계획을 선택함 (비용=수행시간 기반) - 이해도가
낮아도 성능보장 가능

7 RBO
- 사전에 등록된 규칙에 따라 실행 계획을 선택함 (규칙=우선순위 기반) - 사용자
가 원하는 처리 경로로 유도하기 쉬움

7 옵티마이저 SQL을 수행할 최적의 처리경로를 찾는 DBMS의 핵심엔진

7
실행 계획
(Execution Plan)

옵티마이저가 생성한 처리경로

7 옵티마이저 유형 1. RBO -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 2. CBO -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

7 튜닝 개선 절차
1. 문제 있는 SQL 식별 (APM 모니터링 도구 사용) 2. 옵티마이저 통계 확인 3.
SQL문 재구성 4. 인덱스 재구성 5. 실행계획 유지관리

7
튜닝 (쿼리 성능 개
선)

SQL 실행 계획을 수정해 프로시저 성능을 개선하는 것

7 트리거 문법
트리거 실행 순서 [BEFORE | AFTER]  • BEFORE : 이벤트 실행 전 • AFTER : 이
벤트 실행 후 FOR EACH ROW  - 매번 변경되는 데이터의 행의 수만큼 명령어 실행
[OLD | NEW]  - 변경 전/후 데이터 중 어떤 걸 쓸지 선택

7 트리거 구성
디이비컨SE  1. 선언부 (DECLARE) 2. 이벤트부 (EVENT) 3. 시작/종료부
(BEGIN/END) 4. 제어부 (CONTROL) 5. SQL 6. 예외부 (EXCEPTION)

7 트리거

DB 시스템에서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이벤트 발생 시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
되는 절차형 SQL (EVENT 명령어로 실행시점을 인지하고, 외부 변수 IN/OUT
이 없고, TCL 사용 불가)

7
사용자 정의함수 구
성

디비컨SER  1. 선언부 (DECLARE) 2. 시작/종료부 (BEGIN/END) 3. 제어부
(CONTROL) 4. SQL 5. 예외부 (EXCEPTION) 6. 반환부 (RETURN)

7 사용자 정의함수 일련의 SQL 처리 후, 결과를 단일값으로 반환하는 절차형 SQL

7 프로시저 문법
변수의 입출력 구분 [IN | OUT | INOUT]  • IN : 운영체제 → 프로시저로 값 전달 •
OUT : 프로시저의 결과 → 운영체제로 전달 • IN과 OUT 둘 다 수행

7 프로시저 구성
디비컨SET  1. 선언부 (DECLARE) 2. 시작/종료부 (BEGIN/END) 3. 제어부
(CONTROL) 4. SQL 5. 예외부 (EXCEPTION) 6. 실행부 (TRANSACTION)

7 프로시저 일련의 쿼리들을 하나의 함수처럼 실행하기 위한 쿼리의 집합

7 절차형 SQL 제어부

1. IF문 IF ~ THEN ELSIF ~ THEN ELSE ~ END IF; 2. Case문 CASE ~
WHEN ~ THEN ELSE ~ END CASE; 3. Loop문 LOOP ~ EXIT WHEN ~
END LOOP; 4. While문 WHILE ~ LOOP EXIT WHEN ~ END LOOP; 5.
For Loop문 FOR ~ IN ~ LOOP ~ END LOOP ~

7 절차형 SQL의 종류

프함트  1. 프로시저 (일련의 쿼리들을 하나의 함수처럼 실행하기 위한 쿼리의 집
합) 2. 사용자 정의 함수 (일련의 SQL 처리 후, 그 결과를 단일값으로 반환) 3. 트
리거 (DB 시스템에서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이벤트 발생 시 관련 작업이 자동으
로 수행)

https://www.notion.so/50bfcc4beb5e43369d60e0f701130444
https://www.notion.so/CBO-13fdbf9b7a54462faf9114bbe5263929
https://www.notion.so/RBO-931e349aa16a4e41b1f924c71b6a3797
https://www.notion.so/6b647918449d492da4d6f56dcc3c131b
https://www.notion.so/Execution-Plan-d7a14781e871499fbfd5cc3fc47e0d15
https://www.notion.so/dd34ad228f7743c7a0e55dbebe47a6fa
https://www.notion.so/2d4fabd807a84b14a7551be18e621836
https://www.notion.so/965f8b54d33240c391f3706e8e1a54e4
https://www.notion.so/3b41e155c0e441e9b3bc962d5d8b24d3
https://www.notion.so/5781dc786c7f4eb2b2f9609bfa121d7b
https://www.notion.so/eed300a618b24b4e8c78c661a3e3b3c8
https://www.notion.so/bfceabb736f447cab6ee5bb593455297
https://www.notion.so/c49aba1d75cc49f98caf6a1784251001
https://www.notion.so/977bfa2e19dd40398ac785c0ab8a71f1
https://www.notion.so/1c64f25d59354de98f7476695788e9e0
https://www.notion.so/aa0e4d6da8db42ccbbaf871b86d905fd
https://www.notion.so/SQL-8aeebaeaae8b41339e83bd2fe9f15688
https://www.notion.so/SQL-659255c1b3954c7f9538a97c64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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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BMS_OUTPUT 버퍼로부터 메시지를 읽어오는 인터패이스 패키지 DBMS_OUTPUT.PUT(문자열); // 문
자열 출력하는 프로시저 DBMS_OUTPUT.PUT_LINE(문자열); // 문자열 출력 후 개행하는 프로시저

7 절차형 SQL SQL 안에서도 절차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하는 트랜잭션 언어

7 그룹 내 비율 함수

라투리퍼랭  1. RATIO_TO_REPORT - 그룹의 합을 기준으로 각 로우의 상대적 비
율 (로우값/총계)  2. PERCENT_RANK - 그룹에서 먼저 나오는 게 0, 늦게 나오는
게 1로 하여 순서별 백분율 (순위-1)/(총 로우-1)  ex. // RATIO_TO_REPORT()는
합계를 계산할 로우를 매개변수로 지정해주되, � 순서를 지정하지 않아도 됨
� // PERCENT_RANK()는 0~1 값이 나오므로 � 매개변수 불필요 �, 순서
지정 SELECT 이름, 나이, RATIO_TO_REPORT(레벨) OVER () A,
PERCENT_RANK() OVER (ORDER BY 레벨 DESC) B FROM 학생;

7 행 순서 함수

퍼라락리  1. FIRST_VALUE - 윈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값 2. LAST_VALUE -
윈도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값 3. LAG - 윈도에서 이전 로우의 값 4. LEAD - 윈
도에서 다음 로우의 값 ex. // 기준이 될 로우를 OVER내 매개변수로 넣어줘야 함
SELECT 직업, 레벨, FIRST_VALUE(직업) OVER (ORDER BY 레벨 DESC)
A FROM 캐릭터;

7 순위 함수

랭덴로  1. RANK (2245) - 동일순위 스킵 2. DENSE_RANK (2234) - 동일순위
그대로 3. ROW_NUMBER (2345) - 그냥 차례대로 ex. // 순위를 보여주는 함수
이므로 � OVER내 매개변수 없음 � SELECT 직업, 레벨, RANK() OVER
(ORDER BY 레벨 DESC) A FROM 캐릭터;

7
데이터 분석 함수 요
약

7 윈도 함수
=OLAP 함수. 종류: 순행비  "SELECT" 절에 사용하며, 함수(로우) OVER(ORDER BY 로
우 DESC) 별칭  형태로 사용한다 (✋ OVER 빼먹지 않게 주의!) (✋✋ 별칭 지정
할 때 AS 없어도 됨!)

7
GROUPING SETS
함수

컬럼별 개별 집계 산출 SELECT 기숙사, 학년, SUM(점수) FROM 점수
GORUP BY GROUPING SETS(기숙사, 학년, ()) ;

7 CUBE 함수
다차원 집계 산출 SELECT 기숙사, 학년, SUM(점수) FROM 점수 GORUP BY
CUBE(기숙사, 학년) ;

7 ROLLUP 함수
소계 산출 SELECT 기숙사, 학년, SUM(점수) FROM 점수 GORUP BY
ROLLUP(기숙사, 학년) ;

7 그룹 함수
그룹화 후 그룹별로 결과를 출력, "GROUP BY" 절에 사용 롤큐그셋  1. ROLLUP
: 소계 산출 2. CUBE : 모든 값에 대한 다차원 집계 산출 3. GROUPING SETS
: 컬럼별 개별 집계 (순서 무관)

7 집계 함수

단일값 리턴, "SELECT" 절에 사용 NULL은 없는 데이터로 취급함 1. COUNT :
해당하는 튜플의 수 ex. COUNT(DISTINCT 컬럼)  = 중복 제거한 컬럼 수 ex. COUNT(학
과)  = 해당 학과에 해당하는 튜플의 수 (학생 등) 2. SUM : 합계 3. AVG : 평균
4. MAX : 최댓 5. MIN : 최솟값 6. STDDEV : 표준편차 7. VARIAN : 분산

7 GRANT 명령어 그온투  GRANT 권한 ON 테이블 TO 사용자 [WITH GRANT OPTION];

7 REVOKE 명령어 리온프  REVOKE 권한 ON 테이블 FROM 사용자 [CASCADE CONSTRAINT];

7 DCL 명령어

https://www.notion.so/DBMS_OUTPUT-d78600ff22ee485fb89f3c8f44a17b55
https://www.notion.so/SQL-274dbfdae065458cb4584c1a8fd3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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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tion.so/816015cb0e614a93b7822208b645f507
https://www.notion.so/GROUPING-SETS-c726ff2de4224d6d998e0b2015dfd06f
https://www.notion.so/CUBE-414b7940cc564c249c10fe2b642888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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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tion.so/DCL-10aa0a2a5bcc4edea34b1ba35bf7ca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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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LETE 명령어
딜프웨  DELETE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절; ex. DLETE FROM 학생
WHERE 이름 = '론 위즐리';

7 UPDATE 명령어
업셋웨  UPDATE 테이블명 SET 컬럼명 = 데이터 WHERE 조건절; ex.
UPDATE 학생 SET 기숙사 = '슬리데린' WHERE 이름 = '드레이코 말포이';

7 INSERT 연산자 교집합. 겹치는 데이터만 추출

7 MINUS 연산자 차집합. 첫 번째 쿼리에만 있고, 두 번째 쿼리에만 없는 결과만 추출

7 UNION 연산자 합집합. 중복을 제거하고 모두 포함

7 집합 연산자
2개 이상의 테이블의 질의의 결과를 합치는 연산자 (검색을 위해 합치는 조인과
다름) 유형: 유유인마

7 UNION ALL 연산자 완전 합집함. 중복까지 포함함

7 서브 쿼리 유형

1. SELECT - 반드시 단일 행을 리턴, 집계 함수 주로 사용 ex. SELECT (SELECT
MAX(가격) FROM 도서 A WHERE A.책번호 = B.책번호 AND 책명 = '마법약') FROM 도서가격 B;  2.
FROM - 동적으로 생성된 테이블처럼 사용 ex. SELECT MAX(가격) FROM 도서가격 A,
(SELECT 책번호 FROM 도서 WHERE 책명 = 마법약') B WHERE A.책번호 = B.책번호;  3.
WHERE ex. WHERE 책번호 IN (SELECT 책번호 FROM 도서 WHERE 책명 = '마법약');

7 교차 조인 조인 조건이 없는 모든 데이터 조합 추출 CROSS JOIN

7 물리적 조인
네소해  1. Nested-Loop Join (중첩 반복 조인) 2. Sort-Merge Join (정렬 합병 조
인) 3. Hash Join (해시 조인)

7 셀프 조인 자기 자신에게 별칭을 지정한 후 조인

7 내부 조인 양 테이블의 공통 컬럼의 값이 같을 때 사용 INNER JOIN

7 외부 조인
- 왼쪽 외부 조인 : 왼쪽 테이블 전체 + 오른쪽 테이블 동일 데이터 LEFT OUTER
JOIN  - 오른쪽 외부 조인 : 오른쪽 테이블 전체 + 왼쪽 테이블 동일 데이터 RIGHT
OUTER JOIN  - 완전 외부 조인 : 양쪽 모든 데이터 추출 FULL OUTER JOIN

7 논리적 조인
내외교셀  1. 내부 조인 2. 외부 조인 (왼쪽 외부, 오른쪽 외부, 완전 외부) 3. 교차
조인 4. 셀프 조인

7 조인 명령어
프조온웨  ex. SELECT  A.번호, B.가격 FROM  상품목록 A JOIN  가격목록 B ON  A.번
호 = B.번호 WHERE  A.번호 IS NOT NULL; // 조인 테이블의 별칭을 FROM에서
지정

7 조인 두 개 이상의 테이블 연결해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

7 INSERT 명령어
인인투밸  INSERT INTO 테이블명(컬럼1, 컬럼2...) VALUES (데이터1, 데이터
2...) ex. INSERT INTO 학생(기숙사, 학년, 성명) VALUES ('그리핀도르', 3, '해
리 포터');

7 LIKE 패턴
• %  (0개 이상의 문자열과 일치) • [ ]  (1개의 문자와 일치) • [^]  (1개의 문자와
불일치) • _  (특정 위치의 1개의 문자와 일치) ex) 이름 LIKE '_나%' : 바나나, 가
나, 소나기, 김나나나나

https://www.notion.so/DELETE-5d570ab9e45740a3a635115f7171a8e4
https://www.notion.so/UPDATE-82d2a74f74104600a45d425a96515292
https://www.notion.so/INSERT-507d60821eca4a8c8309cb6acb1cc703
https://www.notion.so/MINUS-64da67b185b64cd1b0f42c6619aad301
https://www.notion.so/UNION-18c013b40e97404c8a78d47d9ff41b94
https://www.notion.so/23a507b63d614313b31d825f9a604684
https://www.notion.so/UNION-ALL-33c440a489304450bb1d9aaf1834bc23
https://www.notion.so/b7cf09394d22478f9cb6e051635daf42
https://www.notion.so/1b8deae678214558a17a933f4fd02010
https://www.notion.so/5ff8953205054457bc01461b9bea9b19
https://www.notion.so/daeaac602d9a48f5ab1d31eca1315620
https://www.notion.so/67a093f15bc446c0a63ff19930ea7a3e
https://www.notion.so/a9629ff190b94136b3c3c2cfe133a8f6
https://www.notion.so/00ade037a37146fbb7f0b02d9ded0659
https://www.notion.so/21c114db3c0e4ddaab9fd942849f3676
https://www.notion.so/e79c6dc7690a4f168654c0a08852a45d
https://www.notion.so/INSERT-996e060747e84b12a2d60d2150983c14
https://www.notion.so/LIKE-dd9c7134060a4d6faa0653a0f6d9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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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HERE 조건절

- 컬럼 BETWEEN  값1 AND  값2 (= 컬럼 ≥ 값1 && 컬럼 ≤ 값2) - 컬럼 IN  (값1, 값
2...) - 컬럼 NOT IN  (값1, 값2...) - 컬럼 LIKE  '패턴' - IS NULL  - IS NOT NULL  -
AND  / OR  / NOT  ex) 나이가 20살~29살이면서 성별이 여자 >> WHERE  나이
BETWEEN  20 AND  29 AND  성별 = '여자';

7 SELECT 명령어
셀프웨구해오  1. SELECT [ALL | DISTINCT] 컬럼명 [AS 별칭] 2. FROM 테이블
3. WHERE 조건 4. GROUP BY 그룹명 5. HAVING 그룹조건 5. ORDER BY
컬럼명 [ASC | DESC];

7 DML 명령어 요약

7 참조 무결성 외래키 값은 항상 참조되는 테이블의 기본키여야 함

7
참조 무결성을 위한
옵션

1. RESTRICT : 참조 무결성 위배 시 연산 거절 2. CASCADE : 해당 튜플을 참
조하는 튜플도 함께 삭제 3. SET NULL : 해당 튜플을 참조하는 튜플의 외래키에
NULL 값 삽입 (단, NOT NULL 제약조건 시 연산 거절)

7 인덱스 삭제 DROP INDEX 인덱스명;

7 인덱스 변경 ALTER INDEX 인덱스명 ON 테이블(컬럼);

7 인덱스 생성 크인인 온테커  CREATE INDEX 인덱스명 ON 테이블(컬럼);

7 뷰 삭제 DROP VIEW 뷰이름;

7 뷰 생성
크뷰뷰 에즈  CREATE [OR REPLACE] VIEW 뷰이름 AS SELECT 이름 FROM
학생 WHERE 성별 = 'F';

7 테이블 삭제
드롭[캐스|리스] 트케  DROP TABLE 테이블명 [CASCADE | RESTRICT];
TRUNCATE TABLE 테이블명;

7 테이블 변경
알 에모드  ALTER TABLE 테이블명 ADD 컬럼명 데이터타입 [제약조건];
ALTER TABLE 테이블명 MODIFY 컬럼명 데이터타입 [제약조건]; ALTER
TABLE 테이블명 DROP 컬럼명;

7
테이블 생성 제약조
건

- PRIMARY KEY - FOREIGN KEY REFERENCES 테이블(컬럼) - NOT
NULL - UNIQUE - CHECK (조건 OR 조건) - DEFAULT

7 테이블 생성 크테테 컬타제  CREATE TABLE 테이블명 ( 컬럼명 데이터타입 [제약조건]; )

7 DDL 명령어 요약

7 파티셔닝 장점
성가백합  1. 성능 향상 (액세스 범위가 줄어드니까) 2. 가용성 향상 (데이터 훼손 가
능성이 적으니까) 3. 백업 가능 4. 경합 감소

7 리스트 파티셔닝 값 목록을 기준으로 파티셔닝

7 해시 파티셔닝 해시 함수의 값을 기준으로 파티셔닝 (균등 분할 가능)

7 컴포지트 파티셔닝 2개 이상의 파티셔닝을 결합

7 레인지 파티셔닝 숫자나 날짜와 같은 범위 기준으로 파티셔닝

7 파티셔닝 테이블을 논리적 단위로 쪼개는 것

https://www.notion.so/WHERE-8aca7f81d296464684d3773433585a1c
https://www.notion.so/SELECT-c1b9323bc7a2484da65a3cd697961c83
https://www.notion.so/DML-d97f090ee2894b9384a609609949c950
https://www.notion.so/1f5f33c46a334bbd9fef39926ed5a53d
https://www.notion.so/4963e09e933b485e8c7315e12643334f
https://www.notion.so/540a63ce5f27446db6f4f1a44238133e
https://www.notion.so/5f1fe30f9d7b4ac49c913341793e0e89
https://www.notion.so/083a17a30a4040b4bb7e01123ff95584
https://www.notion.so/6be85d69936240a792f6e920957d52c7
https://www.notion.so/18ebd7e55e8c4b95b11ac2e8dcb9f709
https://www.notion.so/3d8eefb1bc5b415eb392ef5fb994769b
https://www.notion.so/427557fe18104bbcad80a995e71c955b
https://www.notion.so/c0d8dec8336a4d5f9442b14e6c40c879
https://www.notion.so/fcd2551ae33649b6a37f201289eaacf8
https://www.notion.so/DDL-32cd0fec9c7c4c0c922c700e5f03f166
https://www.notion.so/8e18eeab37f149e5a9a35a3fc9ab480a
https://www.notion.so/3221a6ac327547c586ad3927f11c52e1
https://www.notion.so/5719c90e097e42edaf1f3ffee329677b
https://www.notion.so/7cfcf6e6202c429b8a115bb6f9da0c5d
https://www.notion.so/f99667fef13e473fae68a5758fbb866b
https://www.notion.so/2d1cfa9eda49411c9038e345e7cec7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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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티셔닝 유형
레해리컴  1. 레인지 파티셔닝 2. 해시 파티셔닝 3. 리스트 파티셔닝 4. 컴포지트 파
티셔닝

7 클러스터링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해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것 - 분포도가 넓을 수록(=좋지 않을
수록) 클러스터링이 적합

7
인덱스 단일 스캔
(Index Unique
Scan)

⬇ ⬇ 수직 탐색으로만 스캔

7
인덱스 생략 스캔
(Index Skip Scan)

선두 컬럼이 조건 절에 없더라도 인덱스를 활용하는 스캔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
히 스킵스킵!)

7
인덱스 전체 스캔
(Index Full Scan)

➡ ➡ 리프 블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 탐색

7
인덱스 범위 스캔
(Index Range
Scan)

⬇ ➡ 루트 블록에서 리프 블록까지 수직 탐색 후, 리프 블록을 수평 탐색

7 인덱스 스캔 방식
범전단생  1. 인덱스 범위 스캔 2. 인덱스 전체 스캔 3. 인덱스 단일 스캔 4. 인덱스
생략 스캔

7 인덱스 종류

비단순함 해결 클  1. 비트맵 인덱스 : 컬럼 개수가 적고, 수정이 적을 수록 좋은 인덱
스 (생년월일, 상품번호 등) 2. 단일 인덱스 : 하나의 컬럼으로만 구성된 인덱스 3.
순서 인덱스 : 데이터가 정렬된 순서로 생성되는 인덱스 4. 함수기반 인덱스 : 함
수를 적용해 만든 인덱스 5. 해시 인덱스 : 해시 함수를 통해 키 값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인덱스 (튜플 양에 무관하게 접근 비용 동일함) 6. 결합 인덱스 : 두 개
이상의 컬럼으로 구성된 인덱스 7. 클러스터드 인덱스 : PK 기준으로 레코드를
묶어 데이터의 물리적 순서에 따라 생성된 인덱스

7 인덱스 컬럼 선정
- 적정 분포도: 10~15% (분포도: 특정 컬럼 값이 테이블에 평균적으로 분포된 정
도) - 수정이 빈번하지 않은 컬럼 - 분포도가 좋은 컬럼 ⇒ 단일 인덱스 - 자주 결
합되는 컬럼 ⇒ 결합 인덱스

7 인덱스

DB 시스템에서 빠른 검색을 위한 데이터 구조 - 인덱스가 없으면 Table Full
Scan을 하지만, 인덱스가 있으면 Index Range Scan을 하므로 검색 속도가 빠
름

7 뷰 속성

- REPLACE : 기존 존재 시 재생성 - FORCE : 기본 테이블 관계 없이 뷰 생성 -
NO FORCE : 기본 테이블이 있을 때만 뷰 생성 - WITH CHECK OPTION : 서
브 쿼리 내 조건을 만족하는 행만 변경 - WITH READ ONLY : DML(조작어) 불
가

7 디그리 애트리뷰트의 개수

7 뷰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작 연산을 간소화할 수 있는 논리 테이블 -
ALTER로 변경 불가 - 자체 인덱스 불가

7 애트리뷰트 =Column.

7 테이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릴레이션, =엔터티)

7 카디널리티 튜플의 개수

https://www.notion.so/973729d1cd1e4642994cc08045159ba0
https://www.notion.so/f2c77fd943eb4e118308372b352d2774
https://www.notion.so/Index-Unique-Scan-4b8de2ba2dba4fde9792bc00b05e996c
https://www.notion.so/Index-Skip-Scan-52f7fb35729448b1a49b282e374bae87
https://www.notion.so/Index-Full-Scan-c95700c505794c809dd587d79ba8f192
https://www.notion.so/Index-Range-Scan-0bfce902ce514ce686f41009fdb230ee
https://www.notion.so/c2285b61259e44e0abd34d5a3f18a4df
https://www.notion.so/f9842bcfd84b4fe192396e2e74aaf9a9
https://www.notion.so/b8672b297bd3421087427c716af60e26
https://www.notion.so/fcda38b6accf4b65a707422bd1448f26
https://www.notion.so/cf8e535bc4b145d2a7583df4697a8dfb
https://www.notion.so/1035c4ebc6c040d29ccef528845b049a
https://www.notion.so/e1a195c6fc5344beaae9dc080789c283
https://www.notion.so/8675d5da94314b449811a8ba9a1c3ec6
https://www.notion.so/970088304b6043bd8f6ed39d51a17e21
https://www.notion.so/b27c38b505464a8592d4157613b05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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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튜플 =Row. =레코드. 한 릴레이션에서 중복되는 튜플은 존재 불가

7 외부 스키마 사용자(개발자) 관점에서의 구조. 사용자 뷰를 나타냄

7 개념 스키마 제약조건, 권한, 보안 등 전체적인 논리 구조

7 내부 스키마 물리적 저장장치 관점에서의 구조. 레코드 형식, 물리적 순서 등

7 스키마 DB의 구조, 제약조건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

7 스키마 3계층 외개내  1. 외부 스키마 2. 개념 스키마 3. 내부 스키마

7 도메인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원자값의 집합

7 DDL의 대상 도스테뷰인  1. 도메인 2. 스키마 3. 테이블 4. 뷰 5. 인덱스

7 SQL 문법 1. DDL (정의어) 크알드트  2. DML (조작어) 세인업데  3. DCL (제어어) 그리

7 회복 기법

회로체크  1. 로그 기반 회복 기법 1-1) 지연 갱신 회복 기법 : 트랜잭션 완료 전에는
로그에만 기록. 장애 발생 시 로그를 폐기 1-2) 즉각 갱신 회복 기법 : 트랜잭션 갱
신 결과를 바로 DB에 반영. 장애 발생 시 로그를 참고하여 되돌림 2. 체크포인트
회복 기법 : 체크포인트 이전으로 복원 3. 그림자 페이징 회복 기법 : 트랜잭션 수
행 시 복제본을 생성해 이를 이용해 복구

7 고립화 수준 종류

언커리시  1. Read Uncommitted : 연산 중인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는 것을
허용 2. Read Committed : 연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른 트랜잭션이 읽는 것을
제한 3. Repetable Read : 선행 트랜잭션이 특정 데이터를 읽을 때, 해당 데이터
의 갱신/삭제를 제한 4. Serializable Read : 선행 트랜잭션이 특정 데이터 영역
을 읽을 때, 해당 영역 전체의 접근을 제한

7 고립화 무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잠금을 설정하는 정도

7
다중 버전 동시성 제
어 (MVCC)

트랜잭션의 타임스탬프와 접근하려는 데이터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해, 적절한 버
전을 선택하여 접근하도록 하는 기법

7
타임스탬프 순서
(Time Stamp
Ordering)

트랜잭션이나 데이터에 타임 스탬프를 부여하여, 그 시간에 따라 작업을 수행

7 낙관적 검증 일단 검증 없이 진행 후, 종료한 다음 검증을 수행해 반영

7 로킹
트랜잭션의 순차적 진행을 보장하는 기법 - 로킹 단위 : 한번에 로킹할 수 있는 객
체 크기 - 로킹 단위가 작을수록 DB공유도는 증가하지만 로킹 오버헤드 증가

7 병행 제어 다수 사용자 환경에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어하는 기법

7 트랜잭션의 상태변환

활부완실철  1. 활동상태 (Active) : 트랜잭션 실행 중 2. 부분 완료 상태 (Partially
Committed) : 마지막 명령문 실행 상태 3. 완료 상태 (Committed) : 성공적으로
완료 4. 실패 상태 (Failed) : 정상적 실행 불가 5. 철회 상태 (Aborted) : 트랜잭션
취소

https://www.notion.so/f7784169b953490f8cb6a90ed9bc949a
https://www.notion.so/98db10ce7e664c8d960227998102b026
https://www.notion.so/aeb65d7107f54fa28e85ec09955a3c67
https://www.notion.so/e77995dc0be844cab49eb8a1ac721cb9
https://www.notion.so/46898b6e5c9f45d4b4f0416d2c39c7f3
https://www.notion.so/3-905746e6ece44cee915188762eb4be54
https://www.notion.so/ff73c22b9313472a811622c5ec6894a1
https://www.notion.so/DDL-d1e73cbc02494ac2bfd4b7bf9ab16859
https://www.notion.so/SQL-3a43469f21fd4e2caf5186ac63bcc1d0
https://www.notion.so/7596cd015ead411d90d7e5ab0e921421
https://www.notion.so/1a53cbb92b5a45be83c52bbf714b4fd6
https://www.notion.so/07eb850cf4744fa28478972a4577223d
https://www.notion.so/MVCC-c4db4368ca514a2aa05ad8dc76b9b8a1
https://www.notion.so/Time-Stamp-Ordering-1eebc78027df430ab18a3f6c009ec49d
https://www.notion.so/8f2bb4d65f28461086c078284fe0bcb6
https://www.notion.so/2ad8ebdcc17b47ed9a1d52dba984e6ec
https://www.notion.so/51407d97f3874b169b9fd5a77f4fe6cd
https://www.notion.so/4ad4c611a129413387ce848ee44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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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행제어 기법
로 낙타다  1. 로킹(Locking) 2. 낙관적 검증 기법(Validation) 3. 타임 스탬프 순서
(Time Stamp Ordering) 4. 다중버전 동시성 제어(MVCC; Multi Version
Concurrency Control)

7
병행제어 미보장 문
제점

갱현모연: 갱신손실(Lost Update), 현황파악오류(Dirty Read), 모순성
(Inconsistency), 연쇄복귀(Cascading Rollback)

7 TCL
트랜잭션 제어 언어 - 트랜잭션 결과를 허용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제어 언어 커롤
체  COMMIT, ROLLBACK, CHECKPOINT

7 영속성 (Durability)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 결과는 DB에 영속적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기법: 회
복기법)

7 격리성 (Isolation)
트랜잭션 실행 중 중간 연산 결과에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다 (기법: 고립
화 수준)

7 원자성 (Atomicity)
All or Nothing. 연산 전체는 성공 또는 실패여야 하며,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전
체가 취소되어야 하는 특성

7
일관성

(Consistency)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DB는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특성 (기
법: 병행(동시성) 제어)

7 트랜잭션
DB 시스템에서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 단위 (특
성: ACID )

8 쿼츠 크론 표현식 스케줄러에서 배치 수행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표현식

8 크론 표현식 예시

0 0 12 * * ?  : 매일 12시에 실행 0 * 14 * * ?  : 매일 14시부터 15시까지 매 분
마다 실행 0 0/5 14,20 * * ?  : 매일 14:00~14:55까지 5분마다 실행, 매일
20:00~20:55까지 5분마다 실행 0 0 20 ? * MON-FRI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20시에 실행 0 15 10 L * ?  : 매달 마지막 날 10시 15분에 실행 0 15 10 ? * 6L
2020-2021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달 마지막 금요일 10시 15분에 실행 0
11 11 1 1 ?  : 1월 1일 11시 11분마다 실행 0 0 9 * * 15W  : 매달 15일 9시에 실
행 (단, 15일이 일요일이면 16일 실행, 토요일이면 14일 실행)

8 배치 스케줄러 종류
스쿼  1) 스프링 배치 :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스케줄러 2) 쿼츠 스케줄
러 : Job 과 Trigger 를 분리하는 오픈 소스 스케줄러

8 온디맨드 배치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실행

8 정기 배치 정해진 시점에 실행

8 이벤트 배치 사전에 정의된 조건이 충족될 때 실행

8 DAO Data Access Object. 실질적으로 DB에 접근하는 객체

8 MyBatis 자바의 DB 프로그래밍을 돕는 프레임워크

8 DTO Data Transfer Object. 화면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객체

8 VO Value Object. 간단한 객체

8 자료 결합도 Data. 인터페이스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로만 상호작용할 때

8 스탬프 결합도 Stamp. 인터페이스로 배열, 객체 등이 전달될 때

https://www.notion.so/ad29b5ccf97344babf6b09784e298569
https://www.notion.so/bcbcb711c1c6457d9878a49b5dd3c420
https://www.notion.so/TCL-2bafc501bc7947f5bc5a6046ba418615
https://www.notion.so/Durability-e90e299eeb8a43f598d47f0fa38bb083
https://www.notion.so/Isolation-31f9b919b1184a4d8efde3a0c4a029ec
https://www.notion.so/Atomicity-5413a1529294440a9ed416350ca8d5df
https://www.notion.so/Consistency-e6b18d421d9d48b19c0aae053fcedad8
https://www.notion.so/612c020b96be47e3914f6445b8229836
https://www.notion.so/b751f17e4db1413c880c5c60781ecf6e
https://www.notion.so/996a1313a03a4cb48b82c8f24a07729e
https://www.notion.so/242ad22258434df4950f90facf6afb2f
https://www.notion.so/059fb1bfdfdb4d39bdf0492d59535399
https://www.notion.so/8ec8febca3854ce2938325ab69f202da
https://www.notion.so/ae17c9fe09a44e04aa055aa5bc5fa943
https://www.notion.so/DAO-b04aa70948a743b2bafc05a37602da7a
https://www.notion.so/MyBatis-2b6109938a514a909d1850643c767e27
https://www.notion.so/DTO-19eaa693c5f34788aa51611951aaea22
https://www.notion.so/VO-d625a70bd5b1450ba9e3e97f1786dcf7
https://www.notion.so/716eee2d84c344aeb271af2f3a52afe7
https://www.notion.so/0b3690cfec644f5da8b51a769802d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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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어 결합도 Control. 다른 모듈의 내부 논리를 제어할 때

8 외부 결합도 External. 외부의 데이터 포맷,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공유할 때

8 공통 결합도 Common. 공통 데이터(전역 변수)를 공유할 때

8 내부 결합도 Content. 다른 모듈의 내부 변수나 기능을 사용할 때

8 통신적 응집도 Commnunational. 동일한 입출력을 사용해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할 때

8 기능적 응집도 Functional. 내부 모든 기능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수행할 때

8 순차적 응집도 Sequential. 출력 결과를 다른 요소가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때

8 절차적 응집도
Procedural. 모듈의 기능이 여러 개일 때, 구성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
행할 때

8 시간적 응집도 Temporal. 특정 시간에 함께 처리되는 사이일 때

8 논리적 응집도 Logical. 유사하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요소들이 함께 있는 정도

8 우연적 응집도 Concidential. 서로 다른 상위 모듈에 의해 호출되어 연관이 없는 정도

8 메인 루틴 전체의 개략적인 동작 절차를 표시하며 서브 루틴을 호출하는 루틴

8 서브 루틴 메인 루틴에 의해 호출되는 루틴

8 형상관리 명령어

1. 생성 git init  | svn import  2. 복제 git clone  | svn checkout  3. 커밋
git/svn commit 4. 변경내용 확인 git/svn diff 5. 추가 git/svn add 6. 이동
git/svn mv 7. 삭제 git/svn rm 8. 브랜치 생성 git branch  | svn copy  9. 병합
git/svn merge 10. 원격 저장소 반영 git push  | svn commit  11. 설정 확인 git
config  | svn info

8
형상관리 도구별 특
징

1. RCS: 공유폴더 방식 (잠금 처리 후 1명만 수정) 2. CVS: 클라/서버 방식 (동시
접근 가능) 3. SVN: 클라/서버 방식 4. Clear Case: 복수 클라/복수 서버 (필요시
서버 증설 가능) 5. Bitkeeper: 분산 저장소 방식 6. Git: 분산 저장소 방식

8 베이스라인 개발 산출물 변화를 통제하는 시점

8
형상관리 통제 위원
회 (CCB)

형상관리 방침을 정하고 관리하는 조직

8
웹 애플리케이션 서
버

=WAS. 동적 콘텐츠(JSP, 서블릿)를 처리하는 서버 (ex. Tomcat, Weblogic 등)

8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사용자가 설치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그램

8 웹서버 정적 콘텐츠를 처리하는 서버 (ex. 아파치 웹 서버, 구글 웹 서버 등)

8 크론 표현식
초분시일월요연  1=SUN, 7=SAT  *  : 모든 수 ?  : 미사용 -  : 기간 설정 ,  : 특정 기간
설정 /  : 시작시간과 반복간격 L  : 마지막 기간 W  : 가까운 평일 #  : 몇 번째 주,
요일

8 배치 스케줄러 배치(일괄 처리)를 위해 반복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도구

https://www.notion.so/6095050a99744290861091090b215223
https://www.notion.so/788ab70101d845f38efa6e17d0208fd7
https://www.notion.so/5b34c06190544669977d7990005719ef
https://www.notion.so/844b2ea5d5b34447bdba6d8909cf67d1
https://www.notion.so/64b2174852bc4b9f9d64127eff24d081
https://www.notion.so/70518a1652da47f28f24391cea6815a9
https://www.notion.so/987dd1c582334c03aedb8c6ebc7b519d
https://www.notion.so/9595e036bf4646b5bd619bcbdfacb996
https://www.notion.so/cec3eb86efa74bd0807684ba59308b7e
https://www.notion.so/58228f1e4a18423883b75287077cc3a2
https://www.notion.so/b1bf2473095d49cfa7e0ac1fb92dff28
https://www.notion.so/68b779c61c1446d985b453971aa976c0
https://www.notion.so/7709f5480ab54bc281ad0c73362c4e34
https://www.notion.so/e0adbf6103984a4b8c02c4ec7af990e1
https://www.notion.so/ba46f561ad9f4c0f91d70304b8121112
https://www.notion.so/70a9af6a19d94490bed33937cea4c848
https://www.notion.so/CCB-8a709ee1cb934085ab39389ee0c3717d
https://www.notion.so/f000ea2d7bb44e75ae765959d4867fa3
https://www.notion.so/f12b752544684113977265fc248bdc3e
https://www.notion.so/25ee7babf6da4e8bae756f7a039093f3
https://www.notion.so/e82cc079ee3a4280a1d10cd0d9b0a200
https://www.notion.so/9aa26d348de540c79a80b19f68829e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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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치 프로그램 유형 이온정  1) 이벤트 배치 2) 온디맨드 배치 3) 정기 배치

8 배치 프로그램 사용자와 상호작용 없이, 일련의 작업들을 묶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8
서버 프로그램 구현
방식

디스다써클  DTO/VO ⇒ SQL ⇒ DAO ⇒ Service Class ⇒ Controller Class

8 응집도 모듈 내부의 구성요소 간 연관 정도

8 응집도 유형
우논시절통순기  1) 우연적 2) 논리적 3) 시간적 4) 절차적 5) 통신적 6) 순차적 7) 기
능적

8 루틴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일련의 코드

8 팬아웃 어떤 모듈에 의해 제어(호출)되는 모듈의 수

8 팬인 어떤 모듈을 제어(호출)하는 모듈의 수

8 결합도 모듈과 다른 모듈 간 상호 의존도

8 결합도 유형 내공외제스자  1) 내부(내용) 2) 공통 3) 외부 4) 제어 5) 스탬프 6) 자료

8 모듈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실체 (기능 단위로 분해,
추상화되어 재사용 가능한 단위)

8 모듈화
성능 향상, 유지 관리 등을 위해 기능 단위 모듈로 분해하는 기법 (모듈 단위로 설
계하는 기법)

8 형상관리 도구 유형
공클분  1. 공유 폴더 방식 (개발이 완료된 파일을 공유 폴더에 복사) 2. 클라이언
트/서버 방식 (중앙에 버전관리 시스템이 동작) 3. 분산 저장소 방식 (로컬 저장소/
원격 저장소 분산)

8 형상관리 절차
식통감기  1. 형상 식별 (관리할 대상 식별 후 번호 부여) 2. 형상 통제 (형상통제위
원회 운영, 베이스라인 관리) 3. 형상 감사 (무결성 평가) 4. 형상 기록

8 개발 도구 분류 빌구테형  : 빌드 도구, 구현 도구, 테스트 도구, 형상관리 도구

8 형상관리 (CM)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것

8 DBMS 사용자-DB 사이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 ex) Oracle, MySQL

8 미들웨어
컴퓨터-컴퓨터 간 연결 및 연결 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 ex) Weblogic, Jeus,
Tomcat

8 운영체제
하드웨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ex) Windows, Unix,
Linux

9 Stacheldraht DDos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도구

9 TFN UDP 플러딩, SYN 플러딩, 스머프 등등 여러 DDos 공격이 가능한 도구

9 Trinoo UDP 플러딩 공격 도구

https://www.notion.so/9b2e5ef4d6504b4489ffbb225351530b
https://www.notion.so/aff1be61833649b78d66ea6d1408d6b3
https://www.notion.so/b4f8aba12a054752965015c2dd14acdc
https://www.notion.so/3ce8ae35d88b447ca12ba77a83d9a56f
https://www.notion.so/82950352429848a98b670162910c38ea
https://www.notion.so/8fbe9b23b7374ad7ae47b83b57d209bc
https://www.notion.so/a0299d9a56ce471680741470d35dc45d
https://www.notion.so/770eb41fac3c43009f412409fd9d3aa6
https://www.notion.so/ae70eb33db824904a7be41bcc5c45125
https://www.notion.so/afddc9e79c62471395b4de9802b176ab
https://www.notion.so/4066570a11274d8abbdf8ab8fd76d79f
https://www.notion.so/fc2b5d564e554395b658f1436358ee1f
https://www.notion.so/90edd6dd0b344afdb1a957930ac78ea0
https://www.notion.so/f59b182f322e4da6aec7f97e41a26eaf
https://www.notion.so/8e77e927a3074949bd476c72c5ea8475
https://www.notion.so/CM-736d706c207a42d28a42bc18ad2e1a05
https://www.notion.so/DBMS-7407c3ebb2434f3295ce1d13f73f5c9f
https://www.notion.so/c909f5897f6744feadc11ee56e57c32b
https://www.notion.so/1f7783297bce428eaede2827a878cb01
https://www.notion.so/Stacheldraht-24560a60de044c849219a659587eed68
https://www.notion.so/TFN-c1e1b1dd9fe04347b7a3ac48f5b27dd5
https://www.notion.so/Trinoo-dd86e5dcd3c448a29a6c64584274e6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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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Dos 공격 구성요소

1) 공격자 : 해커 컴퓨터 2) 마스터 (Master) : 공격자의 명령을 받고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시스템 3) 핸들러 (Handler) : 마스터 시스템의 프로그램 4) 에이전트
(Agent) : 직접 공격하는 시스템 5) 데몬 (Daemon) : 에이전트 시스템의 프로그
램

9
CVSS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 공통 취약점(CV)에 등급(S)을 매긴 시스템(S). 위험도 계산 가능

9
CVE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 소프트웨어의 공통 취약점(CV)을 식별화(E)한 것 (CVE-연도-순서)

9
CWE (Common
Weakness
Enumeration)

👼 소프트웨어의 공통 약점(CW)을 식별화(E)한 것

9
C-TAS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 공유 시스
템)

👼 사이버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해 관계 기관과 자동화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KISA 주관)

9
CC (Common
Criteria)

👼 컴퓨터 보안을 위한 국제 평가 기준

9
워터 마킹 (Water
Marking)

👼 디지털 콘텐츠에 저작자 정보를 삽입해, 불법 복제 시 원소유자를 증명하는 기
술

9 CPTED
👼 범죄 예방 환경 설계 (Crime Privent Through Environment Design) 학문
간 연계를 통해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전략

9
핑거프린팅 (Finger
Printing)

👼 저작권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콘텐츠에 삽입해 불법 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9 OWASP Top 10 👼 웹 애플리케이션의 10가지 보안 취약점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는 가이드

9 허니팟 (HoneyPot) 👼 일부러 허술하게 만들어 해커에게 노출하는 유인시스템

9 스펙터 (Specter) 👿 실패한 분기 예측으로 메모리 영역을 훔쳐보는 취약점

9
멜트다운

(Meltdown)
👿 인텔 아키텍처의 버그를 이용해 시스템 메모리에 접근하는 취약점

9
윈드토커

(WindTalker)
👿 터치, 타이핑 등의 패턴을 스니핑하여 해킹

9
토르 네트워크 (Tor
Network)

👿 암호화 기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익명으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9
크리덴셜 스터핑
(Credential
Stuffing)

👿 다른 곳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다른 곳에 무작위 대입하는 공격

9
스턱스넷 공격
(Stuxnet)

👿 독일 지멘스사의 SCADA 시스템을 목표로 제작된 악성코드 (주요 산업 기반
시설의 제어 시스템에 침투하는 공격)

9 익스플로잇 (Exploit) 👿 SW/HW의 버그나 취약점을 악용해 공격하는 행위

https://www.notion.so/DDos-95951f8a0a03455089c3dcf86dc9ca19
https://www.notion.so/CVSS-Common-Vulnerability-Scoring-System-8a6205382e9948d589269db271afaaf4
https://www.notion.so/CVE-Common-Vulnerabilities-and-Exposures-4a4b0ff3a8dd45bebe6f0b6bdb7c3c9a
https://www.notion.so/CWE-Common-Weakness-Enumeration-d0fc44ed8c594bbc97d627da448d420a
https://www.notion.so/C-TAS-6e00f31bf6bb4b099577b174bda106a6
https://www.notion.so/CC-Common-Criteria-8c36ac5b16b441ac9f56f4533d2132b8
https://www.notion.so/Water-Marking-18b87438d81b4f458e3c159d36ecbbe4
https://www.notion.so/CPTED-f19756b976fa4c4ab4b26ffd6b0893db
https://www.notion.so/Finger-Printing-564601604e05429d87ac4498488abffe
https://www.notion.so/OWASP-Top-10-d7f81f59d24040f884621008f2a45c9f
https://www.notion.so/HoneyPot-cad942262bf64b718e8c594f671e928a
https://www.notion.so/Specter-c81b15ba8e5f4674b3d122e045ea6a4a
https://www.notion.so/Meltdown-cd76cff618f04eb19b4e18f8a9ff9070
https://www.notion.so/WindTalker-46bae5cf64024035984f35fe1807eed1
https://www.notion.so/Tor-Network-49ca5860c5474ba9b1140bbf8df29e64
https://www.notion.so/Credential-Stuffing-316b306bb40f4e7681d0c9d1842ec62c
https://www.notion.so/Stuxnet-6a75303162594f42be98f947a61703d0
https://www.notion.so/Exploit-bb2ddbd6c2c548368b145d2d4e3d8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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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버스 쉘 공격
(Reverse Shell)

👿 타깃 서버(피해자)가 클라이언트로 접속하게 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의 쉘
을 획득하는 공격

9
디렉토리 리스팅 취
약점 (Directory
Listing)

👿 웹 서버의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서버 내 모든 디렉토리를 볼 수 있는
취약점

9
포트 스캐닝 (Port
Scanning)

👿 침입 전 어떤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법

9 DNS 스푸핑
👿 DNS 서버 캐시를 조작해 의도치 않은 주소로 접속하게 하는 공격 (=DNS 캐
시 포이즈닝)

9
MIMT (Man in the
Middle)

👿 통신 연결 중간에 침입해 통신 내용을 도청하는 공격

9 스캠 공격 (SCAM) 👿 기업 이메일을 도용해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공격

9
크라임웨어

(Crimeware)
👿 금융∙인증 정보를 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악성 코드

9 IoT-SSDP
👿 SSDP(단순 서비스 검색 프로토콜)의 특성을 이용해, IoT 디바이스를 좀비
PC로 이용해 DDoS 공격

9
하트 블리드 (Heart
Bleed)

👿 하트비트(암호화 라이브러리)의 확장 모듈 취약점을 이용해 데이터를 탈취하
는 공격

9
워터링 홀 (Watering
Hole)

👿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특정인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
어 공격

9
드라이브 바이 다운
로드 (Drive By
Download)

👿 악성 스크립트를 웹 서버에 설치 후, 사용자를 멀웨어 서버로 연결해 감염시키
는 공격

9
부 채널 공격 (Side
Channel Attack)

👿 전력 소비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측정해 비밀 정보를 알아내는 공격

9 Cold Site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하고, 재해 시 이를 근간으로 복구 (RTO는 수주~수개월)

9 Warm Site 중요성이 높은 자원만 주 센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유 (RTO는 수일~수주)

9 Hot Stie
주 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자원을 대기 상태로 보유하며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
지 (RTO는 4시간 이내)

9 Mirror Site 주 센터 & 복구센터 모두 운영 상태. (RTO는 0)

9 DRP
재해 복구 계획 (Disaster Recovery Plan) - 재해로 장기간 운영이 불가한 경우
를 대비한 계획

9 DRS의 유형 1) Mirror Site 2) Hot Site 3) Warm Site 4) Cold Site

9 DRS 재해 복구 시스템 (Disaster Recovery System) - DRP를 위한 관리체제

9 RPO
복구 지점 목표 (Recovery Point Object) - 재해 시 업무중단 시점 ~ 정상가동까
지 허용하는 손실

https://www.notion.so/Reverse-Shell-cb778e2422b64f46b61834b3dad0c882
https://www.notion.so/Directory-Listing-604ce64b75654664a573ea70cb269953
https://www.notion.so/Port-Scanning-afb61bb6a08946e4a5089c09c56afc13
https://www.notion.so/DNS-51ed41651d7341088e16a5f35bbb29a9
https://www.notion.so/MIMT-Man-in-the-Middle-09a9caefe8ec4d38a3818566a93a2b11
https://www.notion.so/SCAM-0858ddf38f254f509340adabdda2c0cd
https://www.notion.so/Crimeware-a67c5b7a2b3f44b48a4f4397846c5863
https://www.notion.so/IoT-SSDP-b9a6a222784e4fd2b5f13eee11885f17
https://www.notion.so/Heart-Bleed-c5cc9c1e05864aafafb02901fd52bfff
https://www.notion.so/Watering-Hole-6c204902065c4e33b2b6d18b02d36c11
https://www.notion.so/Drive-By-Download-86a320fb3eeb47879a1152eabdbe8008
https://www.notion.so/Side-Channel-Attack-53957f8fdc0446dbb662ba3341ea16c2
https://www.notion.so/Cold-Site-229824fe33a5457495f2e2b86164c198
https://www.notion.so/Warm-Site-469133a81916406182ffbafe8a82e1dd
https://www.notion.so/Hot-Stie-7b247f64cb974e5eb8e3d6b956a799eb
https://www.notion.so/Mirror-Site-1c665a5b756441399050196ceae1bb4e
https://www.notion.so/DRP-66f29cc076d24186913e01e7a54dfe76
https://www.notion.so/DRS-9297a50ad98a4f19a0f1dee501ef8918
https://www.notion.so/DRS-bea362fc22bd4cb8b05ee2ef73cc2954
https://www.notion.so/RPO-ab1edc599ca4425c86919e24941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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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TO
복구 시간 목표 (Recovery Time Object) - 재해 시 업무중단 시점 ~ 업무복구 시
점까지 걸린 시간

9 BIA
비즈니스 영향 평가 (Business Impact Analysis) - 장애나 재해에 따른 영향도
조사

9 BCP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Business Continuity Plan) - 위기관리를 기반으로 비상
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체계 - BIA가 선행되어야 함

9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디지털 저작물에 암호를 걸어, 권한이 없는 사용자
의 사용을 막는 솔루션

9
보안 취약점 분석 절
차

자진제진결  1. 자산 조사 2. 진단 대상 선정 (전수조사 vs. 샘플링) 3. 제약사항 확인
4. 진단 수행 (기술 진단, 인터뷰, 내부 실사 등) 5. 결과 보고서 작성

9 DLP Data Loss Prevention; 주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솔루션

9 Anti-Spam Solution 메일 서버 앞단에 바이러스 검사, 정보 유출 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

9 Secure OS OS 커널에 보안 기능을 추가한 솔루션

9
무선 침입 방지 시스
템 (WIPS)

비인가 무선 단말기의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

9
침입 방지 시스템
(IPS)

공격 및 침입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9
통합 보안 시스템
(UTM)

방화벽, IDS, IPS, VPN 등 다양한 보안 장비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

9 가상사설망 (VPN) 공중망을 사용할 때 마치 전용망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보안 효과를 주는 솔루션

9
침입 탐지 시스템
(IDS)

비인가 사용자의 침입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

9 방화벽 (FireWall) 내부∙외부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접근을 허용/차단하는 시스템

9 웹 방화벽 (WAF)
웹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되어, XSS나 SQL Injection 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
스템

9
네트워크 접근 제어
(NAC)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할 때 통제하는 솔루션

9 messages 운영에 대한 전반적 메시지 명령어: (그냥 텍스트 파일임)

9 secure 보안 및 인증과 관련된 로그 명령어: (그냥 텍스트 파일임)

9 sulog su(switch user) 명령어 결과 정보 명령어: (그냥 텍스트 파일임)

9 xferlog FTP 전송 기록 명령어: (그냥 텍스트 파일임)

9 btmp(x) 로그인에 실패한 정보 명령어: lastb

9 lastlog 사용자별 최근 로그인 시간 명령어: lastlog

9 acct/pacct 사용자별 실행한 모든 명령어 명령어: lastcomm

https://www.notion.so/RTO-edf1532b26534611b5369b9e2557e926
https://www.notion.so/BIA-f2478b538d1d429b8adf670e1153285a
https://www.notion.so/BCP-ffc5f0f8e6d6404995ca1c2b3a3b26a2
https://www.notion.so/DRM-01bc54e342844c4d9c0aa22d003d06f9
https://www.notion.so/c2669887aa4f4a4785fb86bd814624a6
https://www.notion.so/DLP-721622a737e94b509f0828bff9b21c40
https://www.notion.so/Anti-Spam-Solution-81bc3b7ba4294863b695f9fdf60199b2
https://www.notion.so/Secure-OS-adf5ac13161d4d9a9ce5983e78d97e6a
https://www.notion.so/WIPS-0008db49809a492aa871c248ee4e03cc
https://www.notion.so/IPS-a578adbff6e94b99b0df7d69c64d50de
https://www.notion.so/UTM-c7dc65d8144044c3a278ee492d9442c0
https://www.notion.so/VPN-fd68839432d34bff9fe763cb8bb9da2a
https://www.notion.so/IDS-44379779a56d48d2bbc0e2668caabb7f
https://www.notion.so/FireWall-7dd3fc416c0148218845f373807f64a9
https://www.notion.so/WAF-d8725147cb994e3e95e1023adb645e05
https://www.notion.so/NAC-ebe49b9167874e3e8eff3763d8079534
https://www.notion.so/messages-7d63ff0c27c64399bb9867d7c49e301b
https://www.notion.so/secure-c348107dd8b84d739ed5490c1d4cb579
https://www.notion.so/sulog-6867473f200946ef9f9e53b41e3cc631
https://www.notion.so/xferlog-b7ed05782b7a4f759db1d3adf371b311
https://www.notion.so/btmp-x-261ad10477844ad495073328780ae70b
https://www.notion.so/lastlog-2d1fa098bf6e46fc8b0ab059d957fe7c
https://www.notion.so/acct-pacct-7b12c07f85824920954aaeddf30ef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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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tmp(x)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 명령어: who , w , users , finger

9 wtmp(x) 로그인, 로그아웃, shutdown, reboot 정보 명령어: last

9 API 오용 취약점
DNS Lookup에 의존하지 않기 (DNS 엔트리를 속일 수 있음) 보안에 취약한 함
수 사용하지 않기 널 매개변수 검사하기 (자바에서 매개변수가 NULL이면 반환오
류 있을 수 있음)

9 캡슐화 취약점 디버그 코드는 꼭 제거 민감한 데이터를 가진 클래스 사용에 주의

9 코드 오류 취약점
NULL이 될 수 있는 레퍼런스는 참조 전 NULL 값인지 검사 정수를 문자로 변환
할 때, 잘려나가지 않도록 크기 확인 자원 사용 후에는 반드시 해제 변수 선언 시
초기화 (이전에 사용한 내용이 남지 않도록)

9 시간 및 상태 취약점
세션 통제 취약점 (세션 정보에 읽고 쓰기가 가능한 변수 미사용) 병렬 시스템 (공
유 자원의 접근 직렬화, 블록문 내에서만 재귀함수 호출)

9 에러 처리 취약점
취약한 패스워드 조건 미사용 오류 메시지에 정보 노출 하지 않음 예외 처리 구문
작성

9 Blind SQL Injection 쿼리 결과의 참/거짓을 통해 공격

9
Error-Based SQL
Injection

에러값을 기반으로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정보를 캐내는 공격

9 Mass SQL Injection 한 번의 공격으로 대량의 DB값을 변조하는 공격

9
Stored Procedure
SQL Injection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해 공격

9 Form SQL Injection HTML Form 기반 인증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9
Union SQL
Injection

UNION 연산자를 이용해 쿼리 결과를 결합해 공격

9 SQL Injection 악의적인 SQL 구문을 삽입∙실행시켜 DB 정보를 탈취하거나 조작하는 공격

9 CSRF
=Cross Site Request Forgery (사이트 간 요청 위조)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요청하게 하는 공격

9 Reflected XSS 악성 URL 클릭 시 공격 스크립트가 반사되는 기법

9 DOM XSS DOM 기반 XSS 취약점이 있는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한 기법

9 Stored XSS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읽을 때 감염되는 기법

9 XSS
검증되지 않은 입력데이터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열람할 때, 웹페이지에 포함된
부적절한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공격

9 시큐어 코딩 가이드
입보시에코캡아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2. 보안 기능 3. 시간 및 상태 4. 에러 처
리 5. 코드 오류 6. 캡슐화 7. API 오용

9 OWASP CLASP

개역평구취  개념 관점, 역할 관점, 평가 관점, 구현 관점, 취약성 관점 등의 프로세스
로 구성된 프레임워크.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에 적용이 쉬움. OWASP;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CLASP; Comprehensive Lightweight
Application Security Process

https://www.notion.so/utmp-x-abdce60231ef444dbe5e8a87835f7b95
https://www.notion.so/wtmp-x-7644003cfe974ca4a401e0264d51a08c
https://www.notion.so/API-51be27d613cf474b8548f5dd0d2513b4
https://www.notion.so/b07de59e5fdb449195ed006858d5b447
https://www.notion.so/7942427496a74945b5bc119b139167a5
https://www.notion.so/3686fa34db8f48bc90f9f54013618b42
https://www.notion.so/7ca5324af1ca4bc1928831ddfaffa8fd
https://www.notion.so/Blind-SQL-Injection-9eaec7d8fabe4aca9b8852f9af5688d6
https://www.notion.so/Error-Based-SQL-Injection-c3dfa293d4824c16a1ce15817adbef42
https://www.notion.so/Mass-SQL-Injection-e128b41fc3ff48e285ebc47f3ee9496a
https://www.notion.so/Stored-Procedure-SQL-Injection-174b430aed7c4309970988a989f64928
https://www.notion.so/Form-SQL-Injection-ce399c06b64a4203b196d5a4471680bc
https://www.notion.so/Union-SQL-Injection-f00a7d121c3b486e96b0f3a541aa2029
https://www.notion.so/SQL-Injection-b125eb1424fb48a7bc62cbb166555a9e
https://www.notion.so/CSRF-3e9813a982364aefa352ccb7d1dd7fde
https://www.notion.so/Reflected-XSS-e0a2525a3bfe43819ea30a293dcfc5dd
https://www.notion.so/DOM-XSS-e27c066711c74995931fe5cd22ed0b78
https://www.notion.so/Stored-XSS-c75b35868c9643c095d211727f7b071e
https://www.notion.so/XSS-db8c7a3d6a13479c8f772bbe49acf14a
https://www.notion.so/1b80cd22a1b543458e58a5a9e10ee36a
https://www.notion.so/OWASP-CLASP-1dfa6cb033b746e78f30a9baf341c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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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S SDL
=MS Secure Development Lifecycle. 마소가 자사 SW개발에 의무 적용시킨
프레임워크. 동일제품을 pre-SDL, post-SDL 버전으로 나눠 테스트

9 Seven TouchPoints 검증된 모범 보안 사례를 SDLC에 통합한 방법론

9 Open SAMM
확대가 가능한 개방형 프레임워크. 설계 리뷰, 코드 리뷰, 보안 테스팅 3개를 주요
검증 활동으로 함 * 비용평가모델인 SAAM과는 다르다! (SAMM=소프트웨어 보
증 성숙도 모델)

9 BSIMM 보안 활동의 성숙도 수준을 측정하는 개발 프레임워크

9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망신  1. 개인정보보호법 ( 주여운외  분도유변훼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
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번호는 -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에 주의해야 함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

9 SSL/TLS

전송계층(4계층)과 응용계층(7계층) 사이에서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는 보
안 프로토콜 구성요소 카흐르 CAHHR  1. Change Ciper Spec Protocol : 협상된
Ciper Spec을 상대에게 알리는 프로토콜 2. Alert Protocol : 경고 메시지 전달
3. Heartbeat Protocol : 클라/서버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 4. Handshake
Protocol : 클라/서버가 서로 인증하고 암호화 키를 협상 5. Record Protocl : 협
상된 Ciper Spec

9 S-HTTP 클라/서버 간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보안 기술 (HTTP를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

9 IPSec

네트워크 계층(3계층)에서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 인증 헤더(AH) + 암호화
(ESP)를 이용 - AH(인증) 프로토콜: MAC를 통해 인증 제공 - ESP(암호화) 프로
토콜 : MAC+암호화를 통해 인증+기밀성 제공 - IKE(키관리) 프로토콜 : Key를
주고받는 알고리즘

9 HAS-160
해시 암호화 국내 표준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KCDSA)를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
(MD5의 장점 + SHA-1의 장점)

9 SHA-256/384/512
해시 암호화 256비트의 해시값을 생성하는 함수 (128+128=256,
256+128=384, 384+128=512)로 출력 길이를 늘린 해시 알고리즘

9 SHA-1
해시 암호화 NSA에서 미 정부 표준으로 지정. DSA(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에서
사용

9 MD5 해시 암호화 MD4를 개선한 알고리즘

9 ElGamal 비대칭키 이산대수의 어려움을 근거로 함. 전자서명에 사용 가능

9 ECC 비대칭키 타원 곡선 암호. RSA의 대안

9 RSA
비대칭키 수학교수 3명의 앞글자를 땄음 (리베스트, 샤미르, 아들만). 소인수 분
해 문제의 어려움을 근거로 함

9 디피-헬만 비대칭키 최초의 비밀키 교환 프로토콜. 이산대수 계산의 어려움을 근거로 함

9 LFSR 대칭키(스트림) 선형 되먹임 시프트 레지스터

9 RC4 대칭키(스트림) 셔플링 기법을 이용해 평문과 XOR 연산해 암호화

9 IDEA 대칭키(블록) DES를 개체하기 위해 개발

https://www.notion.so/MS-SDL-9e39c62c527b4fc3a426a3b25b75de30
https://www.notion.so/Seven-TouchPoints-4c87a4d564044d6c90d452a942bd8392
https://www.notion.so/Open-SAMM-bdab553f6e804dec88bc233d068bec1c
https://www.notion.so/BSIMM-dd158c41dfb04e3d90bb602c0e583e06
https://www.notion.so/0d28071d543c4aa49835551dd59df2cd
https://www.notion.so/SSL-TLS-dae396059fcb47e5860f8f97b79d78e4
https://www.notion.so/S-HTTP-dcc7843d510a429f8703428fd266489c
https://www.notion.so/IPSec-718b9215093a4e9a8299c6c389aa0f01
https://www.notion.so/HAS-160-e49abdb6696c4c728f8f2e4a8383a90d
https://www.notion.so/SHA-256-384-512-11494a5354b0492d82ff16d2528b0b1e
https://www.notion.so/SHA-1-a624a0709c964b1da29ad05be23980b1
https://www.notion.so/MD5-86b8083524514f109243af6798a5c449
https://www.notion.so/ElGamal-2f1ccff3773d450a8ac844d25bda7b7d
https://www.notion.so/ECC-c876c917e06c4e2489172d263832b86d
https://www.notion.so/RSA-a244b78faef6447ba9202f1adf9437d6
https://www.notion.so/6fd3a14d367e4257b1a8f421a54fc1f8
https://www.notion.so/LFSR-2acb13b5176a418a84f776fb7041b854
https://www.notion.so/RC4-ff108ed17502474dac18d8b09a61ae06
https://www.notion.so/IDEA-34a559e9f4a34eb281fe1b08aa083c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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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RIA
대칭키(블록) 학계(Academy) + 연구기관(Research Institute) + 정부(Agency)
국정원과 산학연구협회가 개발함

9 SEED 대칭키(블록) KISA가 개발. 16라운드를 거쳐 128비트 블록으로 암호화

9 AES

대칭키(블록)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3DES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 라운드 수는 10, 12, 14로 분류되고, 한 라운드는 빼고(SubBytes)+이
동하고(ShiftRows)+섞고(MixColumns)+더하는(AddRoundkey) 4계층으로 구
성됨

9 DES 대칭키(블록) 미 연방표준국(NIST)에서 발표. 키 길이는 56bit, 블록크기는 64bit

9 MDC
Modification Detection Code 키를 사용하지 않는 변경 감지 코드로 무결성을
보장하는 암호 알고리즘

9 MAC
Message Authentication Code 키를 사용하는 메시지 인증 코드로 무결성을 보
장하는 암호 알고리즘

9 스트림 암호 매우 긴 주기의 난수열을 발생시켜 암호화하는 대칭 키 암호 방식

9 일방향 암호
임의의 길이의 정보를 입력받아 고정된 길이의 암호문을 출력하는 암호 방식 (복
호화 불가)

9 블록 암호 고정 길이의 블록을 암호화하는 대칭 키 암호 방식

9 RBAC - 접근 결정 : 역할 - 권한 부여 : 중앙관리자

9 MAC - 접근 결정 : 권한 (등급) - 권한 부여 : 시스템

9 DAC
- 접근 결정 : 신분 - 권한 부여 : 데이터 소유자 * ACL (Access Control List) 로
자원에 대한 권한 부여

9 서버 접근 통제 유형
댁맥알백  1. DAC (임의적 접근 통제) 2. MAC (강제적 접근 통제) 3. RBAC (역할
기반 접근 통제)

9 인증 기술의 유형
지소생특  1. 지식기반 ex. ID/PW 2. 소지기반 ex. 공인인증서 3. 생체기반 ex. 지
문, 홍채 4. 특징기반 ex. 서명, 발걸음

9 접근 통제 유형

식인인책  1. 식별 : "내가 바로 나나다!" (주체가 객체에게 정보 제공) 2. 인증 : "당
신이 나나로군요" (객체가 주체의 신원을 인정) 3. 인가: "들어가십시오~" (인증된
주체에게 접근을 허용) 4. 책임추적성: "흠.. 나나님이 이런 걸 보고 있군" (주체의
접근과 행동을 추적 및 기록)

9 Ping 👼 접속하려는 원격 호스트가 정상 운영 중인지 확인하는 명령어

9 난독화 👼 코드의 가독성을 낮춰 역공학에 대비

9 Tripwire 👼 백도어가 생기거나 설정 파일 변화가 있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게 돕는 도구

9 사이버 킬체인 👼 공격형 방위 시스템. APT 공격의 방어 모델

9 Tcpdump 👿 스니핑 도구 (패킷 내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9 랜섬웨어 👿 암호화 후 복호화를 위해 돈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https://www.notion.so/ARIA-63dc4ec3fbe94c8a9d646a10b4820ac1
https://www.notion.so/SEED-d417995351f744e3b1388ef048236175
https://www.notion.so/AES-54854855d9bf455887e8814999c62917
https://www.notion.so/DES-2253345cc947468fbfdeab5f843c08c8
https://www.notion.so/MDC-1b8ddcba68ef4505bc87d9e3b84efb25
https://www.notion.so/MAC-2c44767c552c435aaeaff57abc021021
https://www.notion.so/258850a5211e41f38eee678efd65ca76
https://www.notion.so/39f0233bfc9c4f039873c0c791faf824
https://www.notion.so/7a461fc049624d5fae4ad385cde0951e
https://www.notion.so/RBAC-57e463fad234413d81265f91cc6da62f
https://www.notion.so/MAC-d0da70fd51e94868a50b665cc0f09f13
https://www.notion.so/DAC-f600221f97d24cb893471c60d7e987fc
https://www.notion.so/27f95acf3f244bf4b3baeb9c801e8512
https://www.notion.so/2d3a5bba09ec41feb699cdce3e9c6d7f
https://www.notion.so/df5f13891c594f978e9ec5a922dc63aa
https://www.notion.so/Ping-162baf83962940028093d56e8487de3c
https://www.notion.so/015478707aa44a6eb7e26d3875f6801a
https://www.notion.so/Tripwire-cda9c827387945daaab6a9c40b5d4530
https://www.notion.so/d3a9c69b3ddd44edad9c3aca4b8628bd
https://www.notion.so/Tcpdump-2b9546c519ba4454995679380b6bc5a8
https://www.notion.so/cf540845b5094d74b068bba216e26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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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블 트윈 공격 👿 합법적인 Wifi 제공자처럼 행세하며 연결된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9 제로데이 공격 👿 보안 취약점이 공표되기 전 신속히 이뤄지는 공격

9 웜 👿 스스로를 복제하여 전파하는 악성 프로그램

9 악성 봇 👿 해커의 명령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되는 프로그램 (DDos 등에 악용)

9 봇넷 👿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형태

9 APT 공격 👿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지능적/지속적인 공격

9 큐싱 👿 QR코드+피싱. QR을 이용한 피싱 공격

9 공급망 공격 👿 SW 개발사의 코드를 수정하거나 배포 서버에 접근해 파일을 변경하는 공격

9 스미싱
👿 SMS+피싱.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공격

9 스피어피싱
👿 특정 대상 선정 후, 일반적인 메일로 위장한 메일을 발송해 개인정보를 탈취하
는 공격

9
힙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힙 영역(사용자가 직접 관리 가능한 메모리 영역)의 버퍼에 오버플로우를 일으켜
서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공격 기법

9
스택 버퍼 오버플로
우 공격

스택 영역(지역변수, 매개변수가 저장되는 영역)의 버퍼에 오버플로우를 일으켜
서 복귀주소를 바꾸는 공격 기법

9
레인보우 테이블 공
격

크래킹하려는 해시값을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공격

9
패스워드 하이브리드
공격

사전+무차별을 결합하여 공격

9 무차별 크래킹 PW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자를 무작위로 대입하는 공격

9 사전 크래킹 ID/PW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대입하는 공격

9 대칭 키 암호화 종류
- 블록 암호 (DES, 3DES, AES, SEED, ARIA, IDEA) - 스트림 암호 (LFSR,
RC4)

9
비대칭 키 암호화 종
류

디피-헬만, RSA, ECC, Elgamal

9
암호화 알고리즘 방
식

대비해  1. 대칭 키 암호 방식 2. 비대칭 키 암호 방식 3. 해시 암호 방식

9 레이스 컨디션 공격
👿 프로세스가 임시 파일을 만들 때, 실행 중에 끼어들어 임시파일을 심볼릭 링크
하는 공격

9 백도어 👿 정상적인 인증절차를 우회하는 기법

9 루트킷 👿 불법 해킹에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모음

9 ASLR 활용
👼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 주소 공간 배치 난수화 주소 공간
배치를 난수화하여, 실행 시마다 메모리 주소를 변경시키는 것

https://www.notion.so/efc60188a1df4105adbee4e53fa68d52
https://www.notion.so/b55dd3820ec540f78752739bd69f9123
https://www.notion.so/e85783ef216648e2a378cff98f031bb7
https://www.notion.so/eb717e3e50cf412a922971d0fd2f8e4f
https://www.notion.so/10ac8cd02bbb43c794f13e8683fb43cf
https://www.notion.so/APT-6422a44585fe480f9d81fff0b0efba49
https://www.notion.so/7db523cd0672448b8b1c4a61b99c1307
https://www.notion.so/fe239ac139fb42cab0dd53bb62c061df
https://www.notion.so/5621e45ea970482b974ee5f49c1cd11a
https://www.notion.so/c5b2d92a03b3420a88f1a454f5de4d3d
https://www.notion.so/753d8e6d21d740c59f1e471b0ff613dd
https://www.notion.so/147caaf69eb6498a96d4d95c1f9d654b
https://www.notion.so/515379f618284962a5f010a9f4b5b804
https://www.notion.so/24bb60b692ef41c0bcd80097488984c6
https://www.notion.so/ccf3d089e2ed44ac943c9398e5a36197
https://www.notion.so/a662fab2fdba4544810474e0a7c8862a
https://www.notion.so/6ff5dd2930394aa1ab9f57f5bf9a77e2
https://www.notion.so/7ef73b9e85f14294aeea1d93322f2c73
https://www.notion.so/89f2ac2549be479fbbc09d1d7e05cf41
https://www.notion.so/2aad7c4cfef2403da9a78ec15ada1acc
https://www.notion.so/463ada79d5344bb8a50c571c71740641
https://www.notion.so/5bf21a685f6f4d939619875957e91f2e
https://www.notion.so/ASLR-7aaddaef0a2d476ba66628b0093114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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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키로거 공격 👿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해 주요정보를 빼가는 공격

9 포맷 스트링 공격 👿 포맷 스트링을 인자로 하는 함수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9 스택쉴드 활용
👼 함수 시작 시 복귀주소를 특수 스택에 저장해 두고, 함수 종료시 스택 값을 비
교해 다를 경우 오버플로우로 간주하고 중단

9 스택가드 활용
👼 카나리(무결성 체크용 값)를 미리 삽입해두고, 버퍼 오버플로우 발생 시 카나
리값을 체크해 변한 경우 복귀 주소 호출하지 않음

9
버퍼 오버플로우 공
격 대응

1) 스택가드 2) 스택쉴드 3) ASLR 4) 안전한 함수 사용 : 버퍼오버플로우에 취약
한 scanf() 대신 fscanf() 등을 사용 5) 실행 제한 : 스택에서의 쓰기 권한 제한 등

9
버퍼 오버플로우 공
격

메모리의 버퍼 크기를 초과하는 데이터를 입력해 프로세스 흐름을 변경시키는 공
격 기법

9 트로이 목마 겉으로는 정상적이나 실행하면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프로그램

9 ARP 스푸핑 MAC 주소를 위장하여 패킷을 스니핑하는 공격

9 IP 스푸핑
IP를 위조하여 인증된 시스템인 것처럼 IP를 위조하여 목표 시스템의 정보를 빼
내는 공격

9 ICMP Redirect 공격
ICMP Redirect 메시지를 공격자가 원하는 형태로 위조해 패킷을 스니핑하는 공
격

9
네트워크 스캐너 / 스
니퍼

공격자가 취약점을 탐색하는 도구

9 패스워드 크래킹
사무패레  1) 사전 크래킹 Dictionary Cracking 2) 무차별 크래킹 Brute Force
Cracking 3) 패스워드 하이브리드 공격 Password Hybrid Attack 4)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 Rainbow Table Attack

9 스니핑
공격대상에 직접 공격을 가하지 않고, 몰래 정보를 들여다보는 수동적인 공격 기
법

9 DoS 공격 시스템의 자원을 고갈시켜 서비스 거부를 유발하는 공격

9 무결성
정당한 방법으로만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특
성

9 기밀성 인가되지 않은 접근에 정보 노출을 차단하는 특성

9 SW개발 보안 용어 자위취위  자산, 위협, 취약점, 위험

9 가용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

9 Hash DoS 웹 서버의 해시 테이블에 해시 충돌을 일으켜 자원을 소모시키는 공격

9 Hulk DoS
공격자가 공격대상의 URL을 계속 변경하면서(=차단 정책 우회) 다량의 GET 요
청을 보내는 공격

9
Slow HTTP Post
DoS

=RUDY. 헤더의 Cotnent-Length를 아주 크게 만들고, 데이터를 아주 소량으로
보내 연결을 유지하게 하는 공격

9 HTTP GET 플러딩
과도한 GET 메시지를 통해 과부하시키는 공격 (캐싱서버가 아닌 웹 서버가 직접
처리하도록 유도)

https://www.notion.so/a100834c39bc433baca72b7c75388a3c
https://www.notion.so/e40b4dcf27e7424786a9fa7b1b436eac
https://www.notion.so/82f06701c6d1404c9251554a471a80b0
https://www.notion.so/b94d66648bf24ad593aacd75fe281ad8
https://www.notion.so/f950cdf45a6d4bbd87e6d3a390541d59
https://www.notion.so/351cb7ba86aa442e8bdcd4345130fdc9
https://www.notion.so/03774d1aa5e64e95af6a4307c8a58ae3
https://www.notion.so/ARP-26ec3d507acc44df87117b4b75277465
https://www.notion.so/IP-329fa1d6e8014a3e80f70c6540f2fdb3
https://www.notion.so/ICMP-Redirect-9b2c10256f2244bab259161185efb24c
https://www.notion.so/9bf197bfaa0b44f98d34afbf221fd195
https://www.notion.so/b9ba7ea3b0c84721a50c754e68db7a45
https://www.notion.so/2c22c1b4b3db474c932f3470d03b32d6
https://www.notion.so/DoS-cf0063e8eddd4c618bb2b7dbe3dd5c4d
https://www.notion.so/27ff491bfdc04779b58d2fb1a3c6c96b
https://www.notion.so/2f9e69f149f44988bdd982c7428638c2
https://www.notion.so/SW-38821a132f5a414ca10e18bbf4b29bf9
https://www.notion.so/7007dd27ddaf4d2d8e580621ec051e34
https://www.notion.so/Hash-DoS-049653ebd54a4c8dbad07fee21b868f9
https://www.notion.so/Hulk-DoS-18daa0dab8b742799c72b6c3d4d5defa
https://www.notion.so/Slow-HTTP-Post-DoS-313b9be682384edb9b613c1490285954
https://www.notion.so/HTTP-GET-5625856ce095430b9aef9954ae525b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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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low HTTP Header
DoS

=Slowloris. 헤더 정보를 조작하여, 웹 서버가 온전한 헤더정보가 올 때까지 기다
리게 하는 공격

9
Slow HTTP Read
Dos

TCP 윈도 크기와 데이터 처리율을 감소시킨 뒤, 다량의 HTTP 요청을 보내는 공
격

9 봉크/보잉크
IP 패킷의 재전송, 재조합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공격 (봉크: 같은 시퀀스
번호 / 보잉크: 시퀀스 번호에 빈 공간)

9 랜드 어택
출발지 IP와 도착지 IP를 같은 주소로 만들어, 자기 자신에게 응답을 보내도록 하
는 공격

9 티어 드롭 조작된 IP 패킷 조각을 보내 재조립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공격

9 스머프/스머핑
출발지 IP를 공격 대상의 IP로 변조하여, 브로드캐스팅으로 ICMP Echo 패킷 요
청을 보내 과부하시키는 공격

9 죽음의 핑 ICMP 패킷(핑)을 아주 크게 만들어 과부하시키는 공격

9 DDos 공격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 후 동시에 동작시키는 DoS 공격 (대역폭 소진 공
격 & 서비스 마비 공격)

9 SYN 플러딩 ACK를 발송하지 않고 SYN 패킷만 보내 점유하여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

9 UDP 플러딩
대량의 UDP 패키지를 임의의 포트번호로 전송하지만, 응답 메시지는 공격자에
전달되지 않아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

9 DRDos 공격 공격대상이 반사 서버로부터 다량의 응답을 받도록 하는 공격

9
SW개발 보안 3대 요
소

기무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10 소프트웨어 결함
- Error/오류: 사람에 의해 생성됨, Defect(결함)의 원인 - Defect / Bug : Error로
인해 포함된 결함. 제거되지 않으면 Failure나 Problem이 됨 - Failure /
Problem : Defect가 실행될 때 발생하는 현상

10 테스트 커버리지

테스트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값 기라코  1. 기능 기반 커버리지 : 전체 기능을 모
수로 측정 2. 라인 커버리지 : 소스 코드 라인 수를 모수로 측정 3. 코드 커버리지 :
구문(코드) 자체가 얼마나 테스트됐는가를 측정 * 커버리지라 함은 대부분 코드
커버리지를 가리킴

10 리팩토링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내부 코드를 보완해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는 것 (목적: 유
지보수성 향상,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유연한 시스템)

10 클린 코드 잘 작성되어 가독성 높고 단순한 코드

10 클린 코드 작성 원칙 가단의 중추  1. 가독성 2. 단순성 3. 의존성 최소화 4. 중복 제거 5. 추상화

10 코드 품질 분석 도구
정적 분석 도구 - pmd, cppcheck, SonarQube, checkstyle, cobertuna 동적 분
석 도구 - Avalanche, Valgrind

10 스파게티 코드 동작은 하지만 내부 코드가 복잡하여 파악이 어려운 코드

10 베드 코드 유형
오문이 결침  1. 오염 :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컴포넌트가 많음 2. 문서
부족 : 코드와 문서 불일치 3. 의미없는 이름 4. 높은 결합도 5. 아키텍처 침식 : 아
키텍처가 변형되어 품질 저하

https://www.notion.so/Slow-HTTP-Header-DoS-7a073ad2728d4f88b1e12045322999fc
https://www.notion.so/Slow-HTTP-Read-Dos-dab75a8c6f5f48f494b613645d0415ae
https://www.notion.so/0afb41c32796458b94184fbe1d86ac33
https://www.notion.so/5b93db6250594144a85d005d046d56e3
https://www.notion.so/759e67c6d32d43b680e4054bfee02334
https://www.notion.so/7973fb3ec41947a6a244459d9a2a33ba
https://www.notion.so/b3f03c3b7146448b9d42a12a04ae5328
https://www.notion.so/DDos-4ea99bf2370b4aa78559c95d4b14f58a
https://www.notion.so/SYN-79aace144c444f9fa9d8fed824481fd6
https://www.notion.so/UDP-79cfbba34b1140db8b802aa0806a37ba
https://www.notion.so/DRDos-9406a5ae51ed42a4a9ca0307c15ecb3e
https://www.notion.so/SW-3-8c7b3e4324964ac5ad93be0ae1260f63
https://www.notion.so/d7bc9163d3fc48578f21b3b598bc2675
https://www.notion.so/3a8d86a440234f67b312b0fa148b4141
https://www.notion.so/e20e57b75bb14f898a9d10d5ebc753a5
https://www.notion.so/047b57e716d24301b5839b0b73a91cd6
https://www.notion.so/321747df1ed54a9eb2e17d76bb4e3f3a
https://www.notion.so/56d3408de5fa48ecb92a51f77387e7da
https://www.notion.so/15828204a7e2464cb06689e046e9e3da
https://www.notion.so/1ee1df741e5049339bfbedb155d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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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계인 코드 아주 오래되거나 참고할 개발자/문서가 없어 유지보수가 힘든 코드

10 베드 코드 다른 개발자가 로직을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

10
성능 테스트 수행 방
법

도환시성  1. 성능 테스트 도구 설치 2. 환경설정 3. 시나리오 작성 4. 성능 테스트
실행 및 모니터링

10
성능 저하 원인 - DB
관련

락페 릭사커  1. DB Lock : Lock 해제 시까지 타임 아웃 2. 불필요한 DB Fetch : 대
량의 데이터 요청으로 응답 시간 저하 / 결과 세트에서 마지막 위치로 커서 옮기는
작업 빈번 시 응답 저하 3. 연결 누수 Connection Leak : JDBC 객체 사용 후 미
종료 4. 부적절한 DB Connection Pool Size : 커넥션 풀이 너무 작거나 큼 5. 커
밋 관련 : 트랜잭션이 커밋되지 않고 반환되거나 불필요한 커밋이 잦음

10 성능 분석

처응경사  1. 처리량 : 주어진 시간에 처리 가능한 트랜잭션(웹 페이지) 수 2. 응답시
간 : 사용자 입력 → 응답 출력 개시까지 걸린 시간 3. 경과시간 : 사용자 입력 →
트랜잭션 처리 → 결과 출력까지 걸린 시간 4. 자원 사용률 : 트랜잭션 처리 동안
사용하는 자원 사용량

10 결함 우선순위
크+하미로  1. Critical : 이 결함으로 전체 기능 미동작 2. High : 이 결함으로 다른
기능 미동작 3. Medium 4. Low

10 결함 심각도
크메노마심  치주보경단  1. Critical (치명적) : 테스트 불가할 정도 2. Major (주요) :
기능이 기대와 다르게 동작 3. Normal (보통) : 사소한 기능 오작동 4. Minor (경
미) : UI 오류 5. Simple (단순) : 미관성 해침

10 결함 분류
시기지문  1. 시스템 결함 (비정상적인 종료, DB 에러) 2. 기능 결함 (요구사항 불일
치, 스크립트 에러) 3. GUI 결함 (부정확한 메서지) 4. 문서 결함 (매뉴얼 불일치)

10 결함 에이징 분석 특정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

10 결함 추세 분석 테스트 시간 흐름에 따른 결함 수를 측정

10 결함 생명주기
Open → Reviewed → Assigned → Resolved → Verified → Closed →
Deferred → Reopen → Closed

10 결함 분석 방법
고구일  1. 고립화: 입력값, 절차, 환경 중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2. 구체화:
입력값, 절차, 환경을 정확히 파악 3. 일반화: 결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최대한
일반화

10 결함 분포 분석 특정 속성에 해당하는 결함 수를 측정

10 결함 추이 분석 결함 지표를 분석해 추후 발생될 결함을 추정하는 작업 분추에

10 결함 관리 프로세스
계기검수 재추최  1. 결함 관리 계획 2. 결함 관리 DB에 기록 3. 결함 검토 4. 결함 수
정 5. 결함 재검토 6. 결함 추적 및 모니터링 6. 최종 결함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0 테스트 리포팅
정요품 결실  1. 테스트 결과 정리 2. 테스트 요약문서 작성 3. 품질 상태 파악 4. 결
과서 작성 5. 테스트 실행 절차 리뷰 및 평가

10 샌드위치 테스트 상위 모듈은 하향식, 하위 모듈은 상향식 테스트를 수행

10
테스트 자동화 도구
유형

정실성통  1. 정적 분석 도구 : 실행하지 않고 소스 코드를 테스트 2. 테스트 실행 도
구 : 작성된 스크립트를 실행해 테스트 (데이터 주도 접근 방식 vs. 키워드 주도
접근 방식) 3. 성능 테스트 도구 : 처응경사  테스트 4. 테스트 통제 도구 : 형상 관리
도구, 결함 추적 도구 등

https://www.notion.so/52f5f4f63ab7426e883d4f72b2ad16bd
https://www.notion.so/e8ba0f657f954b56921b0e7a7c529696
https://www.notion.so/2dc0745f28344dc4b104fc07e529e3cc
https://www.notion.so/DB-82db299d750a4507ac63d498c116cf73
https://www.notion.so/c480fc0ee92c4545a1fb3be8526427e3
https://www.notion.so/9bf886d1a2e64dedbc82081d2419819b
https://www.notion.so/7b0e0c5d7e0f425aafa392f9af36a834
https://www.notion.so/3148f13fdbf24b2f9343a23a1cf84cdd
https://www.notion.so/58e27b9f9e4c446fb51efb1501b25103
https://www.notion.so/34c0ba00241f483698b68e2868f2867b
https://www.notion.so/3fc2e678add0419ba6227420392a64e3
https://www.notion.so/4312558bb6cb41db87ff03c1a91f529b
https://www.notion.so/994ecdfe0691484986defcdfc87a4afb
https://www.notion.so/fa5bd19d6e584090acc4556baeb8204d
https://www.notion.so/510c41eb6b9b406996f16cee9a43b485
https://www.notion.so/ce0a9ea589b04470a8913f06d3386208
https://www.notion.so/35119b2321af4108b2138424715f96bd
https://www.notion.so/d6bec6d70cd147ba9901ba973b4ccc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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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어 내용

10 상향식 테스트
최하위 모듈부터 위 방향으로 통합하며 테스트 1. 하위 모듈을 클러스터로 결합
(클러스터링) 2. 드라이버 개발 3. 통합된 클러스터 테스트 4. 드라이버를 실제 모
듈로 대체

10 빅뱅 테스트 모든 컴포넌트를 통합해 한꺼번에 테스트 (비점증적 방식)

10 하향식 테스트
메인 제어 모듈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통합하며 테스트 1. 초기에 시스템 구조 파
악 2. 스텁 개발 3. 깊이-우선 또는 너비-우선 방식에 따라 스텁을 실제 모듈로 대
체

10 테스트 스파이 테스트 대상 클래스와 협력 클래스로 가는 출력을 검증하는 데 사용

10 가짜 객체 협력 클래스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

10 테스트 드라이버 하위 모듈을 호출하거나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모듈 (상향식 테스트에서 사용)

10 목 객체
사전에 조건을 입력하면 그 상황에 예정된 행위를 수행하는 가짜 객체 목 객체 유
형 : 테스트 스텁, 테스트 드라이버, 테스트 스파이, 가짜 객체

10 테스트 스텁
특정 값을 리턴하거나 메시지를 출력하는 등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더미 모듈 (하
향식 테스트에서 사용)

10 테스트 하네스 단위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코드와 데이터 목스드 슈스케

10 인수 테스트
계약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 (알파 테스트-통제된 환경에서 선택된 사용
자가 개발자랑 vs. 베타 테스트-실제 환경에서)

10 시스템 테스트 통합된 단위시스템 검증 (기능적 요구사항 테스트, 비기능적 요구사항 테스트)

10 테스트 레벨 개발 단계에 따라 테스트를 분류한 것 단통시인

10 단위 테스트 설계 최소 단위인 모듈, 컴포넌트, 서브 루틴 등을 테스트

10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를 통과한 모듈 간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상호작용 등을 테스트 (빅뱅
테스트, 상/하향식 테스트, 샌드위치 테스트)

10
일관성 검사 오라클
Consistent

변경이 있을 때, 수행 전후 결괏값이 동일한지 확인

10 참 오라클 모든 입력값의 기대결과를 생성 (오류를 모두 검출 가능)

10
휴리스틱 오라클
Heuristic

몇 개 입력값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휴리스틱으로 처리
(샘플링 오라클 개선)

10 샘플링 오라클 특정 몇 개 입력값의 기대결과만 생성

10 테스트 오라클
테스트 결과가 참/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입력해 비교하
는 기법 참샘휴일

10
테스트 케이스 구성
요소

입출항 특환 의식  1. 입력 명세 (입력할 데이터 및 조건) 2. 출력 명세 (기대되는 결괏
값) 3. 테스트 항목 4. 특수절차요구 5. 환경설정 (수행에 필요할 HW/SW 환경)
6. 의존성 기술 (TC 간 의존성) 7. 식별자

10 체크리스트 테스트 내용을 목록화하여 테스트 (재사용 목적)

https://www.notion.so/dfb4795a49404778a3ccbb18ebc06d01
https://www.notion.so/6a2b66df4d0b4c3a99cfed4d02e80c79
https://www.notion.so/f9b1fd2c49ea4a35bf08a98a0b845685
https://www.notion.so/1862245008954a3abdbd8dce9f0f505f
https://www.notion.so/538fb22c16cd4740beaa300f922772ab
https://www.notion.so/5d4722ff0c384bd7b8a0b86c32d11a6f
https://www.notion.so/5c9f1037d0c84cf497163f17586cfd39
https://www.notion.so/cb19edb2ccf444279ba8c0b7fb0be298
https://www.notion.so/041c61fa06a2416b94df01c1096a36ab
https://www.notion.so/7a2b33a8b27b4aa59742fe43f4aef800
https://www.notion.so/f6a50c0f3fd54a1c959afb1acd552b74
https://www.notion.so/ccd4d1aaa5fd469aaf3794fecf94dbd7
https://www.notion.so/e220b2de42e74615981d46cbf0b43fae
https://www.notion.so/f270c4558d5b4705a2f5a49bf6409336
https://www.notion.so/Consistent-0245f95928064241b11831b1acbda360
https://www.notion.so/5b0d719f84f84aaa95ade5eb850f6d53
https://www.notion.so/Heuristic-680ff00c89054c44a7e6b6d3fb2f3672
https://www.notion.so/a3ab6df0e6fb4003b15950d727c4e353
https://www.notion.so/e56d27508f6c452291a08f8476c8321c
https://www.notion.so/ee0a6bc21fe34a9185ddf7307483de84
https://www.notion.so/1029705151e64f0a97b34a79e63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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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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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험 기반 테스트 테스터의 경험과 직관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 탐오체특

10 오류 추정 개발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를 추정하고 이에 맞춰 테스트

10 탐색적 테스트
TC 명세화 없이, 경험에 의존해 탐색적으로 테스트 수행 (테스터의 휴리스틱한
능력 필요)

10 특성테스트 ISO/IEC 9126 등 표준 품질 특성을 염두에 두고 테스트 수행

10
결정 테이블 테스트
(Decision Table
Testing)

요구사항을 테이블로 구성해, 원인(조건)-결과(행위)를 조합해 테스트

10
페어와이즈 테스트
(Pairwise Testing)

테스트 데이터값을 최소 한 번씩 조합

10
유스케이스 테스트
(Use Case Testing)

유스케이스로 모델링 되어있을 때, 프로세스 흐름 기반으로 테스트 수행

10
비교 테스트
(Comparison
Testing)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같은 입력값을 넣어 결과를 비교

10
분류 트리 테스트
(Classification Tree
Method Testing)

트리 구조로 분석 및 표현하여 테스트 (항목 선정 → 분류 트리 구축 → 분류 클래
스 조합해 TC 생성)

10

동등 분할 테스트
(Equivalence
Partitioning
Testing)

입력 데이터 영역을 유효값/무효값으로 그룹핑해 대푯값 TC를 도출해 테스트

10
경곗값 분석 테스트
(Boundary Value
Analysis Testing)

최솟값을 바로 위나 아래와 같이 입력 데이터의 극한 한계를 테스트 (2-Value, 3-
Value)

10
원인-결과 그래프 테
스트 (Cause-Effect
Graphing Testing)

그래프를 통해 입력값 간의 관계 및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효용성이 높은
TC를 선택해 테스트

10
상태 전이 테스트
(State Transition
Testing)

이벤트에 의해 객체 상태가 전이되는 경우의 수를 측정 (상태 전이도 모델링 →
전이 트리 도출 → 전이 경로 TC → 비정상 전이 TC)

10
블랙박스 테스트 유
형

상원동경비분페유결  1. 상태 전이 테스트 2. 원인-결과 그래프 테스트 3. 동치 분할 테
스트 4. 경곗값 분석 테스트 5. 비교 테스트 6. 분류 트리 테스트 7. 페어와이즈 테
스트 8. 유스케이스 테스트 9. 결과 테이블 테스트

10 블랙박스 테스트 요구사항 명세를 보며 기능 위주 테스트 (명세 기반 테스트, 동적 테스트)

10
제어 흐름 테스트
(Control Flow
Testing)

제어 구조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테스트

https://www.notion.so/19eb5a4728c4492f98b7d018f609a035
https://www.notion.so/2cf2c78cf4d243678930d3f8372c9220
https://www.notion.so/ec1aca5e81ef426d930a916a4091070d
https://www.notion.so/f2f6543181bb46f9bb899fc51488199e
https://www.notion.so/Decision-Table-Testing-eb0c50094ada484bb27da6b8fbec6a5f
https://www.notion.so/Pairwise-Testing-ad516bac5ead463aaed9896a0327a832
https://www.notion.so/Use-Case-Testing-b40aa8d4598a43c29e8017d50bca1ab0
https://www.notion.so/Comparison-Testing-4bc28edcf33a4baeb4a8d43234678a35
https://www.notion.so/Classification-Tree-Method-Testing-7ff037e85fe64881853b7cc8e8ba3828
https://www.notion.so/Equivalence-Partitioning-Testing-2a9087b1c1c54a61887d553a683cc587
https://www.notion.so/Boundary-Value-Analysis-Testing-9510acf20303412b9201966816b586a1
https://www.notion.so/Cause-Effect-Graphing-Testing-56c71e5a6c5d4dfbb88e8e8bb79b2e71
https://www.notion.so/State-Transition-Testing-99b5d58db8344ea6a783ece1485833fc
https://www.notion.so/1d9d93d7180c456b8736159770c893ad
https://www.notion.so/337c4359c38c481a9ae1ace06e6b74bd
https://www.notion.so/Control-Flow-Testing-fbc74909a8fb409e999e5873b2da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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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데이터 흐름 테스트
(Data Flow Testing)

제어 흐름 그래프에 데이터 사용 현황을 추가한 그래프를 통해 테스트

10
기본 경로 커버리지
(Base Path
Coverage)

맥케이브의 순환복잡도를 기반으로, 수행 가능한 모든 경로를 테스트 (순환복잡
도 계산: V=E-N+2 또는 V=P+1)

10
변경 조건/결정 커버
리지 (MC/DC)

결정 포인트 내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조건식
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수행

10
다중 조건 커버리지
(Multiple Condition
Coverage)

모든 개별 조건식의 가능한 조합을 100% 보장 (개별조건식의 수가 N이라고 했을
때, 2^N의 결과가 나옴. 즉, 개별조건식이 2개면 2^2=4, 3개면 2^3=8)

10
조건/결정 커버리지
(Condition/Decision
Coverage)

결정 포인트 내 전체 조건식도 참/거짓을 한 번씩, 개별 조건식도 참/거짓을 한 번
씩 수행

10
조건 커버리지
(Condition
Coverage)

결정 포인트 내 개별 조건식이 참/거짓을 한 번씩 수행 (전체 조건식에 주는 영향
은 고려X)

10
결정 커버리지
(Decision
Coverage)

결정 포인트 내 전체 조건식이 참/거짓을 한 번씩 수행 (=선택 커버리지, 분기 커
버리지)

10
화이트박스 테스트
유형

구결조조변다기제데  1. 구문 커버리지 2. 결정 커버리지 (=선택 커버리지, 분기 커버
리지) 3. 조건 커버리지 4. 조건/결정 커버리지 5. 변경 조건/결정 커버리지 6. 다
중 조건 커버리지 7. 기본 경로 커버리지 8. 제어 흐름 테스트 9. 데이터 흐름 테스
트

10
구문 커버리지
(Statement
Coverage)

모든 명령문을 한 번 이상 수행. 결과에 무관하게 구문 실행 개수로 측정

10 화이트박스 테스트 모듈 내부 구조, 논리 경로를 테스트 (구조 기반 테스트, 동적 테스트)

10 정적분석

분석 도구의 도움을 받아 수행 (정적=소스코드 실행X) - 코딩 표준 - 소스코드 복
잡도 (맥케이브 순환복잡도 지표) * V(G) = E - N + 2  또는 V(G) = P + 1 - 자료
흐름 분석

10 리뷰 SW의 결함을 검출하거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전문가가 수행

10 리뷰의 유형
1. 관리 리뷰 2. 기술 리뷰(=코드 리뷰) 3. 인스펙션: 저작자가 아닌 다른 전문가
가 검토 (=동료 리뷰) 4. 워크스루: 사전에 자료 배포 후 짧은 회의 5. 감사: 표준
준수 확인, 제3기관 수행

10 정적 테스트 종류 리뷰 / 정적 분석

10 성능 테스트 유형

부스스내  1. 부하 테스트 (Load) : 부하를 점점 늘려 임계점을 찾는 테스트 2. 스트
레스 테스트 (Stress) : 임계점 이상의 부하를 가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성능
을 측정 3. 스파크 테스트 (Spark) : 짧은 시간 내 많은 사용자가 몰릴 때 반응 테
스트 4. 내구성 테스트 (Endurance) : 오랜 시간 동안 높은 부하를 가해 성능 테
스트

https://www.notion.so/Data-Flow-Testing-fd9dfdd0c60f40a9adeef5dd405936e6
https://www.notion.so/Base-Path-Coverage-ec116e9236c147a199f07660c9c51725
https://www.notion.so/MC-DC-61332be3d15c4fa991785ae7473635f7
https://www.notion.so/Multiple-Condition-Coverage-cebe975cc3aa470aa7ca96a5574508d0
https://www.notion.so/Condition-Decision-Coverage-57bbeb9d2d674e179bd2e9400c5b4e88
https://www.notion.so/Condition-Coverage-5cb9d479e25442608e7d31a49d567343
https://www.notion.so/Decision-Coverage-c1c82fc3f22b4a14843cd37f1411980a
https://www.notion.so/733bdc30fc8a4aedb54ab6630e12765b
https://www.notion.so/Statement-Coverage-e4d0b6ea95f34f54ab49dce77ebbbfc4
https://www.notion.so/6a7f6019881740248813a93dc680160d
https://www.notion.so/68d967f241b94871920efc7fae58c050
https://www.notion.so/30d38a4c7dcf4f8998f16ebc40937381
https://www.notion.so/5378333ec8904ab3b0a63d4322574d8b
https://www.notion.so/dce1fafb9b1c44259b7f6712feb06f98
https://www.notion.so/0930a9360694493ca1440ebf02bb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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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테스트 종류에 따른
분류

구명경  1. 구조 기반 (내부 논리 흐름에 따라 테스트 ⇒ 화이트박스) 2. 명세 기반
(명세서 기반으로 테스트 ⇒ 블랙박스) 3. 경험 기반 (유사 평가 경험을 기반으로
테스트 ⇒ 탐오체특 : 탐색적 테스트, 오류 추정, 체크리스트, 특성 테스트)

10
테스트 목적에 따른
분류

회안성 구회병  1. 회복 테스트 (Recovery) : 고의로 실패를 유도한 뒤, 정상 복귀를
테스트 2. 안전 테스트 (Security) : 보안 결함 점검 3. 성능 테스트
(Performance) : 요구에 대한 반응속도를 측정 (유형: 부스스내) 4. 구조 테스트
(Structure) : 논리 경로, 소스코드 복잡도 측정 5. 회귀 테스트 (Regression) : 오
류 제거 후, 수정에 의해 유입된 오류가 없는지 테스트 6. 병행 테스트 (Parallel) :
변경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에 동일 데이터 입력 후 결괏값 비교

10
테스트 시각에 따른
분류

검증 (Verification): 개발자 시점, 규격(명세기능)을 만족하는가 확인
(Validation): 사용자 시점, 올바른 SW

10
테스트 케이스 Test
Case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입력값, 실행조건, 기대결과로 구
성된 명세서

10
테스트 슈트 Test
Suites

실행환경에 따라 구분해 놓은 TC의 집합

10
테스트 시나리오
Test Scenario

테스트할 기능, 상황을 정리해 절차를 명세화한 문서

10
테스트 스크립트
Test Script

TC를 실행순서를 작성한 문서 (=테스트 스텝, 테스트 프로시저)

10 SW 테스트의 필요성
발예향  1) 오류 발견 관점: 잠재된 오류를 발견 2) 오류 예방 관점: 사전에 오류를
발견하고 예방 3) 품질 향상 관점: 요구사항과 기대 수준을 만족하도록 품질 향상

10
SW 테스트의 기본
원칙

완살초 정오 집결  1)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 무한입력값, 무한경로 2) 살충제 패러독
스: 같은 TC 반복 → 새 오류 검출 불가 3) 초기에 테스팅 시작: 후반에 갈수록 비
용 증가 (요르돈의 법칙, 눈덩이 법칙) 4) 정황에 의존: SW 성격, 환경에 맞춰 테
스트 5) 오류-부재의 궤변: 오류(결함)이 없더라도,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품질이 높다고 할 수 없음 6) 결함집중: 결함 80%는 전체 모듈 20% 내에서 발견
(파레토 법칙) 7) 결함이 존재: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

10 SW 테스트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결함을 검출하는 활동

11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 인프라

1) 컴퓨팅 환경 :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드웨어 세팅 2) 스토리지 : 대규모 데이
터 저장을 장치 세팅 3) 데이터베이스 : 실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팅,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세팅 4) 네트워킹 전송 : 서비스, 프로그램, 콘텐
츠 전달을 위한 환경 세팅 5) 개발자 도구 : 개발을 위한 환경 구축 6) 보안 환경
구축 : 시스템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액세스, 암호화 관리 등 7) 응용 기술 세팅 :
AR, VR, 머신러닝, 딥러닝 등 8) 생산성 향상 : 볼륨 자동 확장 환경, 스트리밍 서
비스 환경 등 구축

11 TCP

11 다단계 피드백 큐
여러 개의 큐에 프로세스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 할당량을 부여.
(FIFO+RR) ⇒ 우선 도착한 프로세스를 실행하되, 완료가 안 된 프로세스는 하위
큐로 보내고 마지막 큐에서도 안 끝나면 RR 방식

11 다단계 큐 여러 개의 큐를 이용해 각각 독립적인 스케줄링을 가짐

https://www.notion.so/7bca72b244734f19aca10b1c577e0794
https://www.notion.so/a541c3e7ef48462cbede12f30bf19a13
https://www.notion.so/caec5eb7621341a797ae3c720bebea4d
https://www.notion.so/Test-Case-0a36f5a4638e445db5f677dfe1536d20
https://www.notion.so/Test-Suites-44ade1a7c1d8459982ca69a77114b9b6
https://www.notion.so/Test-Scenario-57dba1183c16467b8bb9377b325db972
https://www.notion.so/Test-Script-9ca66c6ba16c4e02a7a935d9ff34d80a
https://www.notion.so/SW-6257199c07e1444190d121741dc56d7e
https://www.notion.so/SW-917e85d40a024b709d31c64d9009798e
https://www.notion.so/SW-7425d77a958c41049d0ad0548e435012
https://www.notion.so/e105caf8260e4e9ba602f09e2e08da9a
https://www.notion.so/TCP-4905f02287a34c568b697d951f1dd281
https://www.notion.so/56bc557382134b30af6b6c6ca51eb108
https://www.notion.so/878bbbc2a7484b729f625b40994bb6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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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R (라운드 로빈) 시간 할당량을 정해놓고, 시간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대기 큐 가장 뒤로 보냄

11 SRT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대기 큐에 수행(남은)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
가 생기면 언제라도 선점

11 SJF Shortest Job First. 대기 큐 중 수행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할당

11 FIFO 대기 큐에 먼저 도착한 순서에 따라 선택

11 기한부 정해진 시간 내 프로세스가 완료되도록 계획

11 HRN 응답률이 높은 프로세스를 선택해 할당

11 우선순위 프로세스별 우선순위에 따라 CPU 할당

11
개발 인프라 구축 방
식

온클하  1. 온프레미스 방식: 외부 인터넷망이 차단된 상태에서, 인트라넷망만을 활
용해 개발 환경 구축 2. 클라우드 방식: 서비스를 임대하여 개발환경 구축 3. 하이
브리드 방식

11 개발 지원 도구

1. 요구사항 관리: JFeature 2. 설계: DBdesigner 3. 구현: Eclipse, CodeBlock
4. 테스트: JUnit 5. 빌드: Ant, Jenkins 6. 형상관리: SubVersion 7. 품질관리:
jDepend, Mylyn 8. 이슈관리: Mentis, Git 9. 프로젝트 관리: Redmine,
OpenProj

11
프로그래밍 언어별
특징

객체지향 언어: JAVA, C#, VB.NET, ABAP 순차적 언어: C++, PHP, Python,
Perl, COBOL 정적 언어: JAVA, C#, VB.NET, ABAP, C++, COBOL 동적 언어:
PHP, Python, Perl, SQL

11
패킷 스위칭 vs. 서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 : 헤더의 주소 정보에 따라 전송 (이메일 등에 적합) 서킷 스위칭 : 데
이터 일부를 송수신 해 경로를 파악 후 전송 (영상 등에 적합)

11 리눅스 계열 OS
데비안 계열 : Debian GNU, Linux(개발자 최적화), Ubuntu(가장 광범위) 레드
헷 계열: Fedora(스마트 설정과 업데이트), CentOS(프로그래밍 최적화)

11 서킷 스위칭 서킷이라는 특정 연결을 만들어 독점적으로 사용해 통신하는 방식 (전송 보장)

11 패킷 스위칭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전송하는 동안만 자원을 사용하는 통신 방식 1.
X.25 : 고정된 대역폭 사용, 낮은 성능 2. 프레임 릴레이 : 유연한 대역폭 사용, 가
격 저렴 3. ATM : 광대역 전송에 쓰이는 스위칭 기법

11 Telent 네트워크 연결에 사용하는 응용계층의 프로토콜

11 SMTP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프로토콜

11 IMAP 이메일을 가져오기 위한 프로토콜 (⇒ 메일 서버에서 불러옴)

11 HTTP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텍스트 기반의 프로토콜

11 FTP 서버-클라이언트 간 파일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11 POP3 이메일을 가져오기 위한 프로토콜 (⇒ 로컬 PC에 저장 후 불러옴)

https://www.notion.so/RR-299913ee892e43ef9478ba48df7b91e8
https://www.notion.so/SRT-24c81a8c09b54073adf27051a2ea5e35
https://www.notion.so/SJF-05fdf2b26cc749cf8b840951c5308331
https://www.notion.so/FIFO-d805b84bc65344b2a3c5092ccf2ea68c
https://www.notion.so/73b7c25d18484e0e8eb9d4b9eea6a9b4
https://www.notion.so/HRN-f010f88a90e146a485f3ae8a9899a506
https://www.notion.so/6e7654e7fc6847b6bcd787b5830d6a52
https://www.notion.so/cb4dad506a284c3d8887ce7e7b608da3
https://www.notion.so/cc24312bc5ff41a5ba665abb9833adf0
https://www.notion.so/f6e87e7020a646bbaaf0fdb906c9b025
https://www.notion.so/vs-61062c512eba400391b8cfa3f6efcca9
https://www.notion.so/OS-d858b617d6da459081cdbecb8b83a7a2
https://www.notion.so/f560b3670d84411792035dedcc04f621
https://www.notion.so/48edce12f076463687fb84e77257f554
https://www.notion.so/Telent-49b98cdc8f234922ba4bf344bea1411d
https://www.notion.so/SMTP-6255c770717042a8a9e3af7052a43cff
https://www.notion.so/IMAP-6a45c61aaf3e4a8e80da177664ad5cc9
https://www.notion.so/HTTP-dd3a21ce656447c882bde0082052156b
https://www.notion.so/FTP-e12c2dae6e964235b1c025b112f9dc72
https://www.notion.so/POP3-e73aeb186eff4052ac807ff970a57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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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응용 계층
(Application)

사용자가 OSI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계층 ①
단위: 데이터 ② 프로토콜: 헷프엣프 에셈팝아맵 텔넷  HTTP, FTP, SMTP, POP3,
IMAP, Telnet

11 MPEG 멀티미디어를 위한 표준 규격

11 JPEG 이미지를 위한 표준 규격

11 SSH 보안 쉘. 원격 호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프로토콜

11 SSL/TLS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보안 프로토콜 (4계층(응용) - 7계층(전송) 사이에서
안전한 데이터 전송 보장)

11 NetBIOS 응용계층의 애플리케이션에 API 제공

11 RPC 원격 프로시저 호출. 다른 주소 공간에 있는 프로세스 실행 가능

11
표현 계층
(Presentation)

응용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통신에 알맞은 형태로 만들거나, 하위 계층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계층 ① 단위: 데이터 ② 프로토콜:
JPEG, MPEG

11 세션 계층 (Session)
송수신간 연결을 제어 ① 단위: 데이터 ② 프로토콜: 알넷스스  RPC, NetBIOS,
SSH, SSL/TLS

11 UDP 헤더 구조
소데 랭체다  1. Source Port Number 2. Destination Port Number 3. UDP
Length 4. UDP Checksum 5. Data

11 TCP 특징
신연흐혼  1. 신뢰성 보장 : 패킷 손실, 중복이 없도록 보장 (IP 계층 보완) 2. 연결지
향적 : 연결 회선을 통해 통신이 이뤄짐 3. 흐름 제어 : 송신-수신 속도 일치시킴
4. 혼잡 제어 :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송신율 제어

11 L4 스위치 OSI 4계층에서 네트워크 단위를 연결하는 장비. TCP/UDP 등 스위칭 수행

11 UDP 특성
비비실헤  1. 비신뢰성 : 메시지의 도착을 보장하지 않음 2. 비순서화 : 수신된 메시
지 순서 맞추지 않음 3. 실시간 응용 및 멀티캐스팅 가능 4. 단순 헤더 (고정 크기
헤더)

11 TCP 헤더 구조

소데씨 엑해플윈 체어옵패  1. Source Port Number 2. Destination Port Number 3.
Sequence Number : 신뢰성과 흐름 담당 4. Acknowledgement Number : 승
인 번호 (수신을 기대하는 다음 번호) 5. HLEN : 헤더 길이 6. Flag Bit : 값 유효
여부 등을 표시하는 플래그 7. Window Size 8. Checksum : 에러 확인 9.
Urgent Pointer : 시퀀스 번호로부터의 옵셋 10. Options and Padding

11
QoS (Quality of
Service)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데이터 전송 성능을 보장하는 것

11
전송계층

(Transport)
종단 간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전송 ① 단위: 세그먼트 ② 장비: L4 스위
치 ③ 프로토콜 : TCP, UDP

11 거리-벡터 알고리즘 인접 라우터와 정보를 교환하여 경로 도출

11
라우팅 알고리즘 유
형

거벡링상  1. 거리-벡터 알고리즘 2. 링크-상태 알고리즘

11 링크-상태 알고리즘 링크 상태 정보를 모든 라우터에게 전달해 경로 도출 (범위 넓고 복잡함)

https://www.notion.so/Application-28c7e09b66f54eb19f1bbd99d36c0319
https://www.notion.so/MPEG-7a8e2acd11a44f5a9eb1dcf48a36d18d
https://www.notion.so/JPEG-511ba375663a492abad9b642cc20cae2
https://www.notion.so/SSH-2a71788b1261405283f3796e1ad46de4
https://www.notion.so/SSL-TLS-63f35c63e18f4a36824ded868b3a3a29
https://www.notion.so/NetBIOS-aeba449276c34561a316decb414baf76
https://www.notion.so/RPC-d24fd9a510434a88917e9f42a1da5ddd
https://www.notion.so/Presentation-daa271e694b84c2f82a272bd21206bbc
https://www.notion.so/Session-f2c36c21feb9406197ff6ccec912fa79
https://www.notion.so/UDP-7e6a22df20cf419e8680dbf3ff5ba6da
https://www.notion.so/TCP-483fc1c1df65488db264f2ca74a2674f
https://www.notion.so/L4-5206491db8fc4b9ca34212ad3af5de18
https://www.notion.so/UDP-7c7f5e28fac94b2db2355d2fc1866a05
https://www.notion.so/TCP-ead4858036644b60b4e98b373785c7d4
https://www.notion.so/QoS-Quality-of-Service-292ba7303cfa45c095d309d51910d19e
https://www.notion.so/Transport-ecc20aa7b8f84ffcac6b8f9875970e14
https://www.notion.so/56788a21f4b044fc8c58ac72e9dfe778
https://www.notion.so/68081b82bfde4dcb98bb9798e6f5cc34
https://www.notion.so/f9c034e1ebd0443287790da12586f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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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어 내용

11 BGP
- 동적&외부 라우팅 프로토콜 - AS간 경로 정보 교환 - 경로-벡터 알고리즘 사용 -
ISP 사업자간 주로 사용

11 OSPF
- 동적&내부 라우팅 프로토콜 -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사용 (링크-상태 알고리즘
기초) 다익링상  - 홉카운트 무제한 - RIP의 단점 개선 - AS(자치시스템) 분할 (지역
별로 라우팅 관리)

11 RIP
- 동적&내부 라우팅 프로토콜 - 벨만-포드 알고리즘 사용 (거리-벡터 알고리즘 기
초) 벨포거백  - 홉 카운트 15 - UDP 포트 520 사용 - 30초마다 정보 공유

11 멀티캐스트 같은 데이터를 여러 명의 그룹 수신자들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프로토콜

11 터널링 인접한 IPv4 망에 터널을 만들고 캡슐화하여 전송

11 브로드캐스트 같은 서브 네트워크의 모든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11 애니캐스트 잠재적인 수신자 그룹 안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에게 연결해 전송하는 프로토콜

11
라우팅 프로토콜 종
류

립 오스프 비집  1. RIP 2. OSPF 3. BGP

11 유니캐스트 식별된 고유 주소의 목적지에 1:1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11 듀얼 스택 IP 계층에 IPv4, IPv6 프로토콜을 모두 탑재하여 전송 상대에 따라 선택

11
IPv4 → IPv6 전환
방법

듀터주  1. 듀얼 스택 2. 터널링 3. 주소변환 : 게이트웨이(주소변환기)로 패킷 변환

11 IPv6의 특징
확인실패 플플이단헤  1. IP주소 확장 2. 인증 및 보안 기능 3. 실시간 패킷 추적 가능
4. Plug & Play 지원 (실시간 멀티미디어 처리) 5. 이식성 (물리적 위치의 제한 X)
6. 단순 헤더

11 IPv6
128 Bit (=16Byte) 주소 체계를 갖는 인터넷 프로토콜 (16비트 * 8부분 = 128)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전송방식 멀유애

11 서브넷 마스크 IP 주소에서 Network와 Host를 구분하는 것

11 IPv4 구성
찌릿삼구오 (127, 191, 223, 239, 255)  - D클래스 : 멀티캐스트 용도 - E클래스 : 연
구용

11 IPv4
32Bit (=4Byte) 주소 체계를 갖는 인터넷 프로토콜 (8비트 * 4부분 = 32) 멀티캐
스트,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전송방식 멀유브

11 망(백본) 스위칭 허브 광역 네트워크를 커버하는 스위칭 허브

11 IP 패킷 단위의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11 라우팅 프로토콜 최적의 데이터 전송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 립 오스프 비집

11 IGMP 멀티캐스트 실시간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화상회의 등)

11 ARP IP주소(3계층)을 MAC주소(2계층)으로 변환하는 프로토콜

11 RARP MAC 주소는 알지만 IP 주소는 모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https://www.notion.so/BGP-76ec30fe03de4b2da5ef5c2916cea726
https://www.notion.so/OSPF-8646477a116d4ff88d8a683b0105cbeb
https://www.notion.so/RIP-c5bad8e540d3487c98fca9e8494575b5
https://www.notion.so/147041a9e4434410af498a9ccbf50003
https://www.notion.so/487501ffda094ce28c344f4393939d9c
https://www.notion.so/6a25016505f14011872faf458c56be39
https://www.notion.so/9323d8f837ff4fc29d75b0858283c70c
https://www.notion.so/bd2a478f70574bfb8b112208c1c06dc6
https://www.notion.so/fedb2d09791f414e8e8fce57294a99e8
https://www.notion.so/53d064696ff345769378c9a637da55ce
https://www.notion.so/IPv4-IPv6-aaa5d9d908b241f0b536b28608783d98
https://www.notion.so/IPv6-f931c9ba062247da9acf5d063184198c
https://www.notion.so/IPv6-b98e48e2e0c743478e8eaa593d897487
https://www.notion.so/49745f8191964f00b400a1d9b1339ae7
https://www.notion.so/IPv4-50326f9d97dc42ea8f5295d040f35949
https://www.notion.so/IPv4-f65f63aa52dd4e708b60222757ef4f49
https://www.notion.so/10f79fbb82234882b016fda804490f6f
https://www.notion.so/IP-143f72f15d9f42dab99d5a2228696513
https://www.notion.so/70100c1fd13d462d959166e0c49425c0
https://www.notion.so/IGMP-782c8950abf14e11a423a45d62366ef2
https://www.notion.so/ARP-7b7f356a542d4b2ba1b25d5dc64f57ae
https://www.notion.so/RARP-80523fc2f96148d79df35223df5db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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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어 내용

11 L3 스위치
3계층에서 동작하는 스위치 (L2 스위치 기능 + L3 라우터 기능을 모두 갖춘 장
비)

11 라우터 최적의 경로를 지정하고 경로에 따라 전송시키는 장비

11 인터넷 공유기 하나의 인터렛 라인을 여러 컴퓨터가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11 ICMP IP 패킷 처리 시의 문제를 알려주는 프로토콜

11 게이트웨이 다른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11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설정 ① 단위: 패킷 ② 장비: 스라게공망  L3 스
위치, 라우터, 게이트웨이, 인터넷 공유기, 망(백본) 스위칭 허브 ③ 프로토콜: 아
라아라씨지  IP, 라우팅 프로토콜, ARP, RARP, ICMP, IGMP

11 ATM 고정 크기 단위로 전송하는 비동기식 전송 기술

11 PPP 통신 노드 간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

11 스위칭 허브 스위치 기능을 가진 허브

11 Frame Relay
프레임 간 중계기능, 다중화 기능을 통해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고속 전송 기
술

11 HDLC 점대점, 다중점 통신에 사용하는 프로토콜

11 브릿지 LAN과 LAN을 연결하는 장비

11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외부 네트워크와 빠른 통신을 위해 컴퓨터 내에 설
치되는 장비

11 L2 스위치

목적지 MAC 주소를 기반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비 스포 컷스 프프  1.
Store and Forwarding : 데이터를 전부 받은 후 처리 2. Cut Through : 목적지
주소만 확인 후 바로 전송 3. Fragment Frame : 앞 64비트만 읽어 에러 처리 후
전송

11 리피터 디지털 신호를 증폭시키는 장비

11
데이터링크 계층
(Data Link)

노드 간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회선 제어 ① 단위: 프레임 ② 장비: 투브앤스  L2 스
위치, 브릿지, NIC, 스위칭 허브 ③ 프로토콜: HPFA  HDLC, PPP, Frame Relay,
ATM

11 허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하나의 네트워크로 수신된 정
보를 여러 대의 컴퓨터로 보내는 장비

11 물리 계층 (Physical)
데이터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 통신 ① 단위: 비트 ② 프로토콜: RS-232C
③ 장비: 허브, 리피터

11 OSI 7계층
네트워크 충돌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시한 통신 규
약 [이미지] 계층 : 아파서티내다피  단위 : 비프페세데

11 네트워크 프로토콜

컴퓨터(통신 장비) 간 메시지 교환을 위한 규약 - 단편화 : 전송이 가능한 단위로
나누는 기법 - 재조립 : 단편화된 조각을 복원하는 기법 - 캡슐화 : 상위 계층의 데
이터에 정보를 추가해 하위 계층으로 보내는 기법 (송신측) - 동기화 : 송신-수신
시점 맞추는 기법

https://www.notion.so/L3-8e7191c3d86d4c6a930167571e829be6
https://www.notion.so/a6c8bbd161fd41d3bc1d7a23a3fcdb78
https://www.notion.so/ae5db31af0624091b0f1107001a9596c
https://www.notion.so/ICMP-c42a489bfc43457aaec40a281c713b3b
https://www.notion.so/ef3fcab715e6413f89225977180cd380
https://www.notion.so/8e9135dc53ac422498f879216d972fd3
https://www.notion.so/ATM-bd0b1142c94d4f0e86985fdebbcbee89
https://www.notion.so/PPP-3328a2ead1944a1895c9bef331eedc03
https://www.notion.so/46dfbc65b0404007934c1b8882a98404
https://www.notion.so/Frame-Relay-8c656d4865e647cd9b47e5ac45a5a2cf
https://www.notion.so/HDLC-f7dff88f998749efa5a7ccaca3d16119
https://www.notion.so/84b7c465d083421ba44a8ceed6fbe5d4
https://www.notion.so/NIC-887269f815e549ff94b5126f00075c09
https://www.notion.so/L2-164cd9eb03654ba6841e09780824cf3f
https://www.notion.so/2df5681b2f184fe1919cefe337061320
https://www.notion.so/Data-Link-c7ffd2c2d8da4f9cad758e916f25cc47
https://www.notion.so/fd714f5e37e642f6bdf6c22569fb695a
https://www.notion.so/Physical-67d715f0d2574764abab6b771ed0969e
https://www.notion.so/OSI-7-86610ca1cb7c4d6788ac90a3b97f51da
https://www.notion.so/signed/https%3A%2F%2Fs3.us-west-2.amazonaws.com%2Fsecure.notion-static.com%2Ff17e7a13-8bed-41fe-9a5b-29ce75a3a0e2%2FFrame_2078.png%3FX-Amz-Algorithm%3DAWS4-HMAC-SHA256%26X-Amz-Content-Sha256%3DUNSIGNED-PAYLOAD%26X-Amz-Credential%3DAKIAT73L2G45EIPT3X45%252F20220526%252Fus-west-2%252Fs3%252Faws4_request%26X-Amz-Date%3D20220526T064426Z%26X-Amz-Expires%3D86400%26X-Amz-Signature%3D74b31fca736dca632222dab05aff4c102955ab219ed110b5453654982bfa83d3%26X-Amz-SignedHeaders%3Dhost%26response-content-disposition%3Dfilename%2520%253D%2522Frame%2525202078.png%2522%26x-id%3DGetObject?table=block&id=86610ca1-cb7c-4d67-88ac-90a3b97f51da&spaceId=739fd238-55e2-49d0-a85e-cfd8ed997b93&userId=291b0fb8-11fa-4470-829d-b71d15233f39&cache=v2
https://www.notion.so/c1e3a720fe06474a82966778b377d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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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어 내용

11
프로토콜의 기본 3요
소

구의타  1. 구문 Syntax : 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형식 2. 의미 Semantic : 정보
전송을 위한 제어 정보 3. 타이밍 Timing : 정보 전송을 위한 순서와 속도 조절

11 프로토콜 서로 다른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규약

11 PaaS
플랫폼형 서비스. 인프라를 관리하는 복잡함 없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제공

11 네트워크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 1. LAN : 근거리 네트워크 2.
WAN : 광대역 네트워크

11 SaaS
소프트웨어형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데이터를 클라우
드로 제공

11 공용 클라우드 제공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클라우드. 확장성 높음

11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설+공용 클라우드 동시 사용

11 IaaS 인프라형 서비스. 서버, 스토리지 같은 자원을 클라우드로 제공

11 클라우드 컴퓨팅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에 연결된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 분류 : 사공하
유형 : 인플소(IPS)

11 사설 클라우드
조직 내부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 내부적으로 구축한 클라우드. 보안성 높고, 직
접 제어 가능

11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라우터, 로드밸런서 등 하드웨어에 가상화 기
술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상화하는 기술

11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컨트롤 플레인(트래픽 경로 지정) / 데이터 플레인
(트래픽 전송)으로 분리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술

11
네트워크 가상화 기
술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비들을 연결하는 기술 ex. SDN, NFV

11 분산 처리 기술 ✔ 여러 대의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11 컨테이너
✔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이 단일 운영체재상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기술
ex. 도커

11 I/O 가상화
I/O와 서버 사이에 계층을 추가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ex. VNIC(가상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 카드)

11 컴퓨팅 가상화 컴퓨터 리소스를 가상화하여 논리적 단위로 활용 ex. 하이퍼바이저

11 스토리지 가상화 스토리지와 서버 사이에 계층을 추가해 논리적 단위로 활용 ex. 분산 파일 시스템

11 플랫폼 가상화
✔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서 실행되는 호스트 프로그램이 게스트 프로그램을 만
들어 독립된 환경을 구축한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

11 리소스 가상화 ✔ 소프트웨어가 독립된 하드웨어에서 실행된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

11 가상화
물리적인 리소스를 하나로 보이게 하거나, 하나의 물리적인 리소스를 여러 개처
럼 보이게 하는 기술 - 가상화의 종류 : 플랫폼 가상화, 리소스 가상화

11 선점형 스케줄링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오면 기존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CPU를 점유 알알다
다

https://www.notion.so/3-516bebf8dc314a7fa36ab1d83af9f4a9
https://www.notion.so/6e2eaaf3b1aa4503b23a8489d21a3a17
https://www.notion.so/PaaS-0c7e3d11bc9e4406a33b349295f5a8bf
https://www.notion.so/a442b47efd25462b9ce778860fae72b8
https://www.notion.so/SaaS-ea887958547e41588db77099453b3cd5
https://www.notion.so/6e3f558a3d72402ea514e65940832eab
https://www.notion.so/8725d6f71e9b4e3bbeff9a6f135aeccd
https://www.notion.so/IaaS-9061115d905645a9a17b1484dad00b35
https://www.notion.so/4a477ec05f9e49658ba7441ce52c779b
https://www.notion.so/6fe580aeb35642b2a776738181167aeb
https://www.notion.so/NFV-80a85251f4c540c3a8334154e431771f
https://www.notion.so/SDN-fb599ed5e3f1404b91e6c8ce771659de
https://www.notion.so/408e51116d654a74b076062eb41d33c3
https://www.notion.so/f19980427f074ec4842e067a66f054cf
https://www.notion.so/28bb36713fac4ab0ac7b5f1677d33230
https://www.notion.so/I-O-2df2030ab7924bd3887d801ac0d7270f
https://www.notion.so/8b87273042764612b24cf544efb200dd
https://www.notion.so/b2bbb95c681f47d88b1981f5cf3caf8e
https://www.notion.so/4b2bc055491446c2bd45556fd33dff18
https://www.notion.so/4d61885cd6f8408281ddb3bbb75f2720
https://www.notion.so/f404866a09e141d98b1597a473effe79
https://www.notion.so/bd6e034db0f14a2b99698db60952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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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선점형 스케줄링 CPU 할당받으면 반환 시까지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 불가 우기흔FJ

11 응답률 계산식
(대기시간+서비스시간)/서비스시간 = 응답률  응답률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SJF의
기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HRN 기법에서 사용)

11 프로세스 스케줄링
CPU를 사용하려는 프로세스 간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작업 반종도 대반서  * 반환시
간(응답시간) = 종료 시간 - 도착 시간 * 대기시간 = 반환시간 - 서비스 시간 0부터
시작

11 PCB
=Process Control Block. OS가 프로세스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
는 자료 구조

11 프로세스 상태 전이

디타블웨  1. 디스패치 : Ready List에서 프로세스를 선정하고 CPU 할당 (준비 ⇒
실행) 2. 타이머 런 아웃 : 할당 시간 초과, PCB에 저장 후 준비 상태로 전이 (실
행 ⇒ 준비) 3. 블록 : 입출력 발생 (실행 ⇒ 대기) 4. 웨이크업 : 입출력 종료 (대기
⇒ 준비)

11 프로세스 상태
[이미지] 생준실대완  1. 생성 (fork) 2. 준비 (Ready List에서 할당을 대기) 3. 실행
4. 대기 (입출력 발생) 5. 완료

11 프로세스 CPU에 의해 관리되는 현재 실행중인 프로그램 (=Job, Task)

11 메모리 단편화
메모리 할당/반납 과정에서 낭비되는 공간이 생기는 것 내슬외버공통압  1. 내부 단편
화 (적재하고 남는 공간 발생; 페이징) ⇒ Slab Allocator, 통합, 압축 2. 외부 단편
화 (작아서 못쓰는 공간 발생; 세그멘테이션) ⇒ 버디 메모리 할당, 통합, 압축

11 할당 기법
주기억장치에 어떤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할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법 연단다분페
세  1) 연속 할당 : 연속해서 배치 ex. 단일 분할, 다중 분할 2) 분산 할당 : 프로세
스를 조각내어 배치 ex. 페이징(같은 크기로), 세그멘테이션(가변적 크기로)

11 교체 기법

주기억장치에 있는 프로세스 중 어떤 것을 제거할지 결정하는 기법 피포/엘루/엘푸/
옵트/누르/스크르  1. FIFO :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 교체 2. LRU :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 교체 3. LFU : 참조 횟수가 적은 페이지 교체 4. OPT : 앞
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페이지 교체 5. NUR : 최근까지 사용되지 않은 페이
지 교체 (LRU 오버헤드 감소) 6. SCR : 세컨드 찬스! 가장 먼저 들어왔지만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의 교체를 막음 (FIFO 보완)

11 배치 기법
주기억장치의 어떤 위치에 프로세스를 할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법 1) 최초 배
치 : 첫 번째 분할에 배치 2) 최적 배치 : 비슷한 공간에 배치 3) 최악 배치 : 가장
큰 공간에 배치

11 메모리 관리 기법
반배할교  1. 반입 기법 - "언제" 요예  2. 배치 기법 - "어디에" 초적악  3. 할당 기법 -
"어떻게" 연단다분페세  4. 교체 기법 - "누구를" 피포/엘루/엘푸/옵트/누르/스크르

11 반입 기법
주기억장치에 다음 프로세스를 언제 할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법 요예  1) 요구
반입 : 요구가 있을 시 반입 2) 예상 반입 : 예측하여 반입

11 메모리 관리 필요할 때마다 프로세스에게 기억장치를 할당하고, 사용이 끝나면 회수하는 것

https://www.notion.so/b1c79d45bdc74b0aa7f92011bb88ced1
https://www.notion.so/19259e091b524775b56fb0b18a2c3eb5
https://www.notion.so/ff27d63018c742fa8d459f9947c73933
https://www.notion.so/PCB-f3396b34b20546bfb50b698bb2e7b0b3
https://www.notion.so/d0935970832746bd89c4c434f29e455a
https://www.notion.so/025456e4c7cd46e98d358350ccc32ee1
https://www.notion.so/signed/https%3A%2F%2Fs3.us-west-2.amazonaws.com%2Fsecure.notion-static.com%2Fb9b186dd-77ce-4060-bdd2-1ebf008abbaf%2FScreen_Shot_2021-08-27_at_11.47.13_PM.png%3FX-Amz-Algorithm%3DAWS4-HMAC-SHA256%26X-Amz-Credential%3DAKIAT73L2G45O3KS52Y5%252F20211011%252Fus-west-2%252Fs3%252Faws4_request%26X-Amz-Date%3D20211011T063957Z%26X-Amz-Expires%3D86400%26X-Amz-Signature%3Ddf0f5710a8ca2a0591489143840ae83e88cd74edd30184ff684b2585793a2511%26X-Amz-SignedHeaders%3Dhost%26response-content-disposition%3Dfilename%2520%253D%2522Screen%252520Shot%2525202021-08-27%252520at%25252011.47.13%252520PM.png%2522?table=block&id=025456e4-c7cd-46e9-8d35-8350ccc32ee1&spaceId=739fd238-55e2-49d0-a85e-cfd8ed997b93&userId=291b0fb8-11fa-4470-829d-b71d15233f39&cache=v2
https://www.notion.so/f7c1124890604f28b16c67054267f132
https://www.notion.so/f70e15b14a71470fab70d2c904392d4a
https://www.notion.so/3bf366719c694befa548635b544d11e7
https://www.notion.so/8aac90a76a7b4fe19ee317a54edb0efc
https://www.notion.so/fe8a9221e3da40218fcbfe6e060f2aed
https://www.notion.so/64eed931ca2644dfa644fa4631882e55
https://www.notion.so/e5716eaf213f411ca6aa750dc5d454f7
https://www.notion.so/f3ffc0b675a04e5fa58d1bee8b787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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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Unix/Linux 기본 명
령어

uname -a: 모든 시스템 정보 표시 uname -r: OS 배포버전 표시 cat : 파일 내
용 출력 uptime : 가동시간 확인 id : 사용자 로그인명, id 확인 last : 모든 로그
인/로그아웃 정보 확인 (wtmp(x) 파일) who : 현재 접속한 사용자 정보 확인
(utmp(x) 파일) ls : 현재 경로의 파일 및 폴더 출력 pwd : 현재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 출력 (print working direcotry) cd : 디렉토리 이동 rm : 파일 삭제 cp : 파
일 복제 mv : 파일 이동 rsync : 복사 후 동기화 chmod : 퍼미션 변경 chown :
소유자, 소유그룹 변경 tar : 압축 해제 gzip : 압축 find : 파일 검색 grep : 문자
열 검색 df : 남은 디스크 용량 확인 (disk free) du : 파일 사이즈 확인 (disk
usage) ps : 프로세스 목록 확인 pmap : 프로세스ID 기준 메모리맵 정보 표시
kill : 프로세스 종료 fork : 프로세스 생성 ifconfig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확인
host : host는 아는데 IP 주소 모를 때 사용

11 접근제어

user / group / other / all 유그아올  r (4) / w (2) / x (1) ex. chmod o-w test.txt  =
other 사용자의 쓰기 권한 제거 chmod 664 test.txt  = user, group의 rx 권한 설
정, other의 r권한 설정

11 Android Linux 기반의 휴대용 장치를 위한 운영체제

11
Windows 기본 명령
어

ATTRIB : 파일 속성 표시 CALL : 일괄 프로그램에서 다른 일괄 프로그램 호출
CD : 디렉토리 표시 CHKDSK : 디스크 검사 CLS : 화면 지움 CMD : 명령 프롬
프트 실행 COMP : 두 개 이상 파일 비교 DISKPART : 파티션 구성 표시 ECHO
: 메시지 표시 ERASE : 파일 삭제 EXIT : 인터프리터 종료

11 Mac OS Unix 기반의 GUI 운영 체제

11 Linux Unix 기반의 오픈 소스 운영 체제

11 Unix의 특징
대다사이계  1. 대화식 운영체제 기능 : 명령어 입력 시 해당 명령어 수행 2. 다중 작
업 기능 3. 다중 사용자 기능 4. 이식성 제공 5. 계층 트리 구조 파일 시스템 기능
제공

11 Windows의 특징
지선자오  1. GUI 제공 2. 선점형 멀티태스킹 방식 제공 :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자원 사용을 제어 3. 자동 감지 기능 제공 : HW 설치 시 환경 구성 4.
OLE 기능 제공 : 문서에 개체 삽입/연결

11 OS의 커널 하드웨어와 관련된 핵심 처리 기능 담당

11 OS의 쉘
사용자 명령에 대한 처리를 담당 (사용자 명령을 입력받아 기계어 형태로 변환해
커널에 전달)

11 OS의 특징
편인스자제  1. 사용자 편리성 제공 2. 인터페이스 기능 제공 3. 스케줄링 담당 : 자
원 분배 4. 자원 관리 : CPU, 메모리 관리 5. 제어 기능 : 입출력 장치 등

11 OS (운영체제)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
웨어

12
제품 소프트웨어 패
키징

개발이 완료된 제품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포장하는 과정

12 증분 백업 정해진 시점 기준으로 그 이후의 변경된 데이터 백업

12 차등 백업 마지막 전체 백업 이후 변경된 모든 데이터 백업

https://www.notion.so/Unix-Linux-2a5113f1603842b796242407f4aedf6d
https://www.notion.so/a6a75b3d99df4c91b58eb5f77424f22a
https://www.notion.so/Android-119d2cd0ff7940f79522106409ff3bd2
https://www.notion.so/Windows-1e529d14146f411ba73384fe2870455d
https://www.notion.so/Mac-OS-28ba14dffafd440c84c3d71eeafb9f99
https://www.notion.so/Linux-1a14a35cdb794da4b1a7324179155227
https://www.notion.so/Unix-6038889ee5d34008b58016b399135935
https://www.notion.so/Windows-5fcda5b6a29b4c0f849224c108ebd9c6
https://www.notion.so/OS-a8e61dd948d1416c82cd5357c7a601ce
https://www.notion.so/OS-34193717497248df812cc9caa7f2caef
https://www.notion.so/OS-b99cbe7ac485494c9cd2c3db49bef4dc
https://www.notion.so/OS-6a7f00bffbd44abf859a9300cb5fd788
https://www.notion.so/739cb6182ee541e48ea87f336ff7ef96
https://www.notion.so/848f08f6440242bfb8f63e7e0d75faa0
https://www.notion.so/c883c67f51e14c25b85b1b32631643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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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백업의 유형 전차증  1. 전체 백업 Full 2. 차등 백업 Differential 3. 증분 백업 Incremental

12
배포용 미디어 제작
프로세스

선관설 검정인  1. 미디어 형태 선정 (CD? 온라인?) 2. 관리 체계 확인 (시리얼 넘버
등) 3. 설치 파일 및 매뉴얼 확인 4. 배포본 검증 5. 배포용 미디어 정보 확인 7. 최
종 인증 확인 및 배포

12
제품 소프트웨어 배
포본

사용자가 쓰기 편하도록 개발된 컴포넌트 또는 패키지가 제품화된 형태

12
설치 매뉴얼 구성요
소

목이주구  1. 목차 및 개요 2. 이력 정보 3. 매뉴얼 주석 4. 설치 도구 구성

12
제품 소프트웨어 사
용자 매뉴얼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12
사용자 매뉴얼 작성
프로세스

작구구검  1. 작성 지침 정의 2. 구성요소 정의 3. 구성요소별 내용 작성 4. 검토

12 코드 난독화 역공학을 방지하기 위해 소스코드를 알아보기 힘들게 바꾸는 기술

12 CMS 콘텐츠 생산~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술

12 Secure DB DB의 파일을 암호화는 보안 강화 기술

12
제품 소프트웨어 매
뉴얼

제품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12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를 위한 표준 규격

12 XML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 데 쓰는 언어

12 SSO 한 번의 인증을 통해 여러 시스템에 재인증할 필요 없이 로그인하는 기술

12
On-the-fly
Packaging

사용자가 요청한 시점에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방법

12 Pre-packaging 콘텐츠를 등록하자마자 암호화하는 방법

12 XrML 권리 조건을 표현한 XML 기반의 마크업 언어

12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저작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

12 URI 인터넷 자원을 식별하는 고유 주소

12 전자서명
서명자와 서명사실을 나타내는 전자적 정보 cf.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DSA) ⇒
SHA-1, 국내 표준 디지털 서명 아록리즘(KCDSA )⇒ HAS-160

12 PKI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인증서를 발급받아 안전하게 통신

12 패키징 도구

암키식 저 인정파크  1. 암호화 : PKI, 전자서명 2. 키 관리 3. 식별기술: DOI, URI 4.
저작권 표현: XrML, MPEG-21 5. 인증: SSO 6. 정책 관리: XML, CMS 7. 암호
화 파일 생성 : Pre-packaging, On-the-fly Packaging 8. 크랙 방지 : 코드 난독
화, SecureDB

https://www.notion.so/4283390410894ad8a0aea9e43d12d862
https://www.notion.so/261b4f72301a4a5497606852dfa7c584
https://www.notion.so/c2682779ed6f4509aaf9d3b12e55fa80
https://www.notion.so/079d77b4975f422b821b3584a3504830
https://www.notion.so/8a9a70b6c3dc48dc9bb86e4988fa1356
https://www.notion.so/f82213acd1214810902a230a2c75b906
https://www.notion.so/4f21c7bcca70403690697b446697ef6d
https://www.notion.so/CMS-8f599f83e3584d7895c72048f77d9c55
https://www.notion.so/Secure-DB-a61d38c99a344235ae585d808383b68b
https://www.notion.so/eee4df9d71cb4ee796a12b8ae3cf7dc7
https://www.notion.so/MPEG-21-4b0d7d4ec256430f85b436ae1c162ad1
https://www.notion.so/XML-53f407bf523b413dbcf9ef8d652bac1e
https://www.notion.so/SSO-896178e8b26548febac5f69e15f677f0
https://www.notion.so/On-the-fly-Packaging-9281ee6f856541fda461b230f45d85a6
https://www.notion.so/Pre-packaging-c78980f242f149b0898ea58e0d097c8a
https://www.notion.so/XrML-3e51dd6eb2694bd9a9c4cc3282bf3420
https://www.notion.so/DOI-3f80759dd8734f4e93fe1c9fb24860a7
https://www.notion.so/URI-495a70631c624a02adc7e1e923dff46b
https://www.notion.so/9b8252470b6a4075aa3b0a9d9d7e02f9
https://www.notion.so/PKI-fb9d48bc92c84fc386885fbf67a549da
https://www.notion.so/b07f1ffef74e40ff952542b87dedee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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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단어 내용

12 DRM 구성요소

제콘패 클소 컨보  1. 제공자 (저작권자) 2. DRM 콘텐츠 : 암호화된 콘텐츠와 콘텐츠
의 메타 데이터 3. 패키저 : 콘텐츠 배포를 위해 묶는 도구 4. 클리어링 하우스: 라
이센싱 중개/발급 및 저작권료 정산/분뱨 5. 콘텐츠 소비자 6. DRM 컨트롤러 : 콘
텐츠의 이용 권한 통제 7. 보안 컨테이너 : 콘텐츠의 유통을 위한 보안장치

12 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12
제품 소프트웨어 패
키징 도구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유통과 배포를 보장하는 도구

12
패키징 도구 활용시
고려사항

암이복최사  1. 암호화/보안 고려 2. 이기종 연동 고려 3. 복잡성 및 비효율성 고려 4.
최적화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5. 사용자 편의성 고려

12
릴리즈 노트 작성항
목

헤 개목이 재수사 소노 면연  1. 헤더: 문서 이름, 제품 이름, 버전 번호 등 2. 개요 3. 목
적 : 새로운 기능 목록 4. 이슈 요약 : 버그 설명이나 추가항목 등 5. 재현 항목 : 버
그 재현 단계 6. 수정/개선 내용 7. 사용자 영향도 8. 소프트웨어 지원 영향도 9.
노트 : SW/HW 설치 항목, 업그레이드 항목 10. 면책조항 11. 연락정보

12 릴리즈 노트 제품에 대한 정보와, 수정/변경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12 모듈화
모듈(기능 단위로 분해하고 추상화되어 재사용 가능한 단위) 중심의 소프트웨어
설계 기법

Untitled

https://www.notion.so/DRM-2f69c482010e44f8b1c9fba91c6798d0
https://www.notion.so/3fe789bc726c4fb8b618bd5817e1ce4d
https://www.notion.so/1cc052eacd324c3183c282255eb706c9
https://www.notion.so/ed0ba293b8aa44eb8a74e0821483a54d
https://www.notion.so/05a9fd425fab47259f2d6f4ffaadf73a
https://www.notion.so/4da674bd2bc94707914cf7e171803d8f
https://www.notion.so/9b301774caf9403cb791abe70cb74d18
https://www.notion.so/4c6b704ad77b447281c2e43e5d2c7ba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