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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싱, 딥러닝을 활용한 One Stop 코드 검증 서비스로 
소스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Innovative & Accurate
Code analytic system 

Analytic Data Visualization

SW Quality Improvement

Fault & Misuse Tracing

Source Maintenance

Reverse Engineering



Why CodeUp?
코드 품질 관리, 좀 더 쉽게 할 수는 없을까?

신규 시스템 오픈 이전 소스코드 및 
DB 테이블 활용 등 적합성 검증 OK !

시스템 구축 시 유지보수 시

운영 중인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 정리 및 
운영비용 절감 OK!

“ CodeUp이 해결해드릴게요! ”

CodeUp Can Do It!
One Stop 코드 검증 솔루션, CodeUp

똑똑한 솔루션 쉬운 솔루션 꼼꼼한 솔루션 
애플리케이션부터 DB영역까지

모든 연결 정보 점검 OK!
클릭 한 번으로 신속한 점검 OK!

주기적인 개선점 관리까지! 
잠재적 장애요소도 수시로 Check!

미사용 소스까지 Check!

시스템 건강상태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소스코드 진단 솔루션
불량코드를 쏙쏙!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품질 지킴이 코드업(CodeUp)이 함께 합니다.

“UI에서 DB까지”

애플리케이션 품질 경영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코드업(CodeUp)’



화면영역, JAVA영역, ORM영역, DB영역까지 영역별 검사를 한눈에 OK!

What about?

비전문가도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SW 소스 검사를 통해 결손코드, 미사용코드를 찾아내는 등 애플리케이션
품질 개선을 보장하는 코드 검증 솔루션 

코드업(CodeUp)이란?

정기/비정기 수시 점검을 통한 개선점 상시 관리
실증자료 및 권고안을 통한 개선효과 확인 

유연성 및 신속성
다양한 아키텍처에 대응한 수시 점검 관리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른 품질 및 운영 정보
수집 · 분석

관리자와 사용자의 편의성
정량적 목표 지표를 관리하여 개선 단계 및
개선방법론을 점차 고도화하는 지표로 활용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상의 측정 가능한 모든 정보를 측정
및 시각화하여 제공
심플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02

제어

화면에서 DB까지 모든 연결정보 추적검사를 통한 문제점 발견 OK!

01

화면

조회 업무

조회 업무

03

저장
연결정보에 대한 미사용 또는
결손코드 검사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

주기성

데이터 시각화로 영역별 검사
결과를 한눈에 확인 가능



Expected Effects
코드업(CodeUp)과 함께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Key Features
어떤 기능을 하는 솔루션인가?

“ 소스 품질 관리 완벽 지원! ”

아키텍처 구조분석

품질 모니터링 심층분석 정보 대시보드 제공 
코드검사 이력 조회 및 비교 분석

업무별 / 사용자 통계

Package별 통계정보 제공
프로그램 활용도 통계 제공

소스 변경 추이

애플리케이션의 업무 집중도 분석 제공
-  주단위 소스의 변경 추이 조회 가능 

자동 레포트

CLI 분석 정보의 excel 다운로드 및 조회 기능 제공 

유지보수성
UP

성능 및 안정성
UP

운영효율성
UP

기능 추가 및 수정 후
코드 품질 검증 강화

성능 및 품질 안정성 보장 추가 사업에 대한 비용 절감 

기존 시스템의 기능 수정, 추가 등
유지보수 작업 후 미사용·불량
소스 확인 및 조치

신규 구축시스템의 소스코드
검증을 통한 시스템의 성능 및 품질
안전성 제고

미사용 소스 또는 미사용 자원의
제거를 통한 서버 자원 증설
비용 및 과다측정 금액 절감 



Make a Difference
남들과는 다른,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 
코드업(CodeUp)이 함께합니다. 

Tel. 042-864-4238~9      Fax. 042-862-6091
www.codeu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