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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N



SVN

로컬저장소

서버



1. 로컬저장소와 원격저장소의 분리
-> 커밋에 부담이 없음, 빠른 처리

2. Branch 생성이 쉽다



branch a

branch b branch c

branch d

Github



- 무료
- 비공개(최대 3명)

-유료(최대 5명 무료)
-비공개(자유)

cloud source repos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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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Results below were generated on a MacBook Pro 2018, 2.9 GHz Intel Core i9, 32 GB of RAM, 

SSD, OSX Mojave (10.14.2), using mean of 10 runs.

test project has 10 module. (50 source files, 50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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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Class
테스트 실행하기 전에 초기화 및 자원 할당

@Before
테스트 실행하기 전에 실행되어야 하는 method 정의

@Test
유닛 테스트를 하기 위한 method 정의

@After
테스트 실행한 후에 실행되어야 하는 method 정의

@AfterClass
테스트 실행한 후에 초기화 및 자원 정리



assertEquals(x,y) x와 y가 같으면 테스트 통과

assertTrue(x) x가 true이면 테스트 통과

assertFalse(x) x가 false이면 테스트 통과

assertSame(x,y) x와 y가 같은 객체를 참조시 통과

assertNotSame(x,y) X와 y가 같은 객체를
참조하지 않으면 통과

assertfail 테스트를 실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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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에서 최신버전 받아서 merge..
빌드 버젼올리기..
iOS 빌드..
안드로이드 빌드..
서버에 빌드 올리기..
새로운 빌드 공유 메일 보내기..
test 결과 통보..

자동화



Google cloud platform
+ cloud build (CI)







Dev A

Dev B

report test result

Build automation



- 무료

- 다양한 플러그인 제공

- 널리 사용되고있어 정보수집 용이











로컬 환경에서 build, unit test by Junit

github 계정생성

Jetkins 설치 및 환경구축 (gradle, junit, github 연동)

github 에 workspace 구축

github workspace에서 빌드

After unit test, report the resu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