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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1

1.1
1.1.1

신뢰성 시험 기능
소스 코드 추적 기능 지원

<정적 시험><동적 시험>에서 예외 사유 작성 창의 소스코드를 클릭 하면 형상이 일치하는 파일
에 대한 테이블이 출력되고 테이블 목록을 클릭 하면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1.2.1

STATIC 시험 도구 업로드 기능
STATIC 시험 도구 업로드 기능 지원

STATIC 도구에서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를 VPES에 업로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1.3
1.3.1

산출물 기능
비대상 파일 제외 및 추가

산출물 목록에서 비대상 파일을 제외 및 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1.4
1.4.1

체계 정보 조회
체계 정보 조회 기능

현재 진행 중이거나 종료 또는 삭제된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 시험 대상 및 사용 도구 정보를 조
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1.5
1.5.1

도움말
FAQ 기능 지원

많이 알려진 사용상의 실수 및 오류를 사용자가 알기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하는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1.5.2

동영상 가이드 추가

업데이트 된 기능들을 포함한 모든 동영상 가이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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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1

CS TOOL 설정 기능
CS TOOL 설정 기능 지원

자사 정적 분석 제품 CI(Code Inspector) 설치 경로, SN(SNIPER) 설치 경로를 입력하면 툴체인 및
룰셋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등록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7
1.7.1

위험도 평가 관리 기능
동적 시험 범위 설정 기능

수정 또는 범례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1.8
1.8.1

시험 결과 XML 다운로드 기능
에러 분석용 시험 결과 업로드 XM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지원

신뢰성 시험을 한 프로젝트의 시험 결과를 XML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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