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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란?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통합개발환경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IDE

INTELLIJ Eclipse



왜 INTELLIJ 인가?

IDE



불안정적인 Plug-in안정적인 Plug-in 지원

VS

IDE의 안정성

개발 퍼포먼스가 높음

불안한 IDE - 호환성 문제

개발 퍼포먼스가 낮음

장점 단점

INTELLIJ 와 Eclipse 비교



무료유료

VS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

익숙하지 않음
초기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음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관리

대체적으로 익숙함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음

단점 장점

INTELLIJ 와 Eclipse 비교



유료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
익숙하지 않고,
초기 진입 장벽이 있는 편.

학생용 라이선스 사용하면 무료!

Critical 하지 않음!

적응만 하면 해결 !

이래서 INTELLIJ!



INTELLIJ 설치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s://www.jetbrains.com/idea/



INTELLIJ 설치방법

다운 후, 실행을 하려면 라이선스 필요!



INTELLIJ 학생 라이선스



INTELLIJ 학생 라이선스



INTELLIJ 학생 라이선스



INTELLIJ 학생 라이선스

학교 e-mail을 써야 한다.



UnIt test

Unit test 설명
Junit 기능
설치
사용법



UnIt test
Unit test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소스 코드로 이루어진 특정 모듈이 요구 사항에 맞게 작동되는지 검증하는 과정
소스 코드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단위의 기능을 테스트한다.

즉, 테스트 케이스는 기능별로 분리 되어야한다.
이상적인 테스트 케이스 작성은 소스 코드의 결합도 낮아지는 효과.



UnIt test - pros

문서화

유닛 테스트 코드는 그 자체로 문서처럼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모듈을 테스트하는지, 해당 기능이 어떻게 작동 되어야 하는지 명시 되어있다.

문제파악

분리되어 있는 테스트 케이스 작성으로, 문제가 발생한 모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여 빠르게 수정하여 디버깅 시간을 단축한다.

fail



UnIt test - pros

재사용성

유닛 테스트는 테스트 케이스 자체를 잘 구축해놓으면, 재사용에 용이하다.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시간 단축

테스트 코드 작성에 시간이 걸리지만, 
이후 개발의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디버깅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UnIt test - cons
올바르지 않은 사용

테스트 기능의 단위가 커지면, 오히려 결합도가 올라갈 수 있다.

꼼꼼하게 작성하려다보면(단위의 극소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명확한 테스트 케이스가 없을 경우, 작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Black Box Test

Black Box 테스트로 그 안의 알고리즘 효율성이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Unit Test

단위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일뿐, 그 이후 단계의 버그와 이슈 또한 많다.
결국 모든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전까진, 모든 오류와 이슈를 찾을 수 없다.



Junit

Junit5 ?

Junit Platform

Junit5는 Java version 8 이상부터 지원한다.



Junit
Junit Test Sample

Annotation

Test Class

Test Method
Assertion



Junit - Class / Method

Test Class

Test Method

Lifecycle Method

특정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상위 개념이다.

Test Class 안에 있는 Test Method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수행/테스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Lifecycle Method이다.

Test Class의 특정 기능은 다양한 Test Method를 통해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Junit - Annotations
Annotations

= 주석
어떤 API를 사용하는 것인지 명시
Junit을 실행할 경우, Annotation을 참고해서 테스트를 수행한다.
@Test :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단위(Unit Test)임을 명시
@DisplayName : 테스트 클래스 혹은 메서드의 나타나는 이름을 정의
@BeforeEach / @AfterEach : 각각의 메서드 수행 전,후 실행
@BeforeAll / @AfterAll : 메서드는 소속된 class의 모든 수행 전,후 실행
@Disable : 비활성화
@Tag, @Nested, … 



Junit - Annotations



Junit - Assertions
Assertions
= (사실임을) 주장
테스트 케이스에 대하여 입력 A값 혹은 기능이 실행되었을 때에,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함수

함수 기능

assertEquals(A,B)

assertNotNull(A)

assertThrows(A, B)

A == B 이면 Pass

A != N 이면 Pass

B를 수행했을때 A 예
외 발생할 경우 Pass

함수 기능

assertNotEquals(A, B)

fail(A)

assertTimeout(A, B)

A != B 이면 Pass

A 메시지와 함께 테스트 Fail

B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A
가 넘지 않으면 Pass



Junit - How to use

각 파일을 jar 파일로 설치



Junit - How to use

IntelliJ IDE에서 새로운 Java Project 추가



Junit - How to use

Project에 Jnit library를
보관할 폴더 생성 후

Jar파일 추가



Junit - How to use

Project에 Jnit library를 보관할 폴더 생성 후
Jar파일 추가



Junit - How to use

Module Settings -> Project Settings/Modules/..Project../Sources에
“tests”라는 이름의 Test Source Folder 추가



Junit - How to use

Project/src/ 경로에
코드 구현



Junit - How to use

Project/tests/ 경로에
Test Code 구현



Junit - How to use

Test 진행



Junit - How to use

Test 진행



Build - Build tools
build란?
소스코드 파일을 컴퓨터에서 실행 할 수 있는 독립 소프트웨어 가공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거나 그에 대한 결과물을 일컫는 것.

build



Build Automation(빌드 자동화)란?

Build tool

Build - Build tools



2000년 출시

출시 이유: 유닉스의 make 명령어의 대안으로 개발

유연함

2004년 출시

출시 이유 : Ant를 개발할 때
직면한 일부 문제를 개선

편리한 의존성 관리

2012년 출시

출시 이유 : Ant와 Maven의 문제점을 개선, 장점만을 취함.

유연함 + 의존성

Build - Build tools



비교

병렬 빌드 및 병렬 의존성 해결 MAVEN의 약 10~100배속도

XML 사용 -> 가독성 떨어짐 Groovy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남유연성

상속 구조
-> 특정 설정을 소수 모듈에게 공유
하기 위해 부모 프로젝트 생성 해야함

설정 주입 방식
-> 프로젝트의 조건을 체크하여 프로젝트별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음

멀티프로젝트 구조

의존관계가 복잡한 프로젝트를
설정하기에 부적절

Apache Ivy에 기반한 강력한 의존성 관리의존성 관리



<사용자 지원>
빠른 IDE 추가 지원, 최신 CLI 제공

<문서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방대하고

평이한 자료 및 문서 제공

<플러그인>
다양한 종류의 플러그인 사용 가능

<유연성>
여러가지 언어들에 대한

빌드 환경을 제공

그 외에도!!



다운로드 - https://gradle.org/install/

Gradle 설치방법

환경에 맞는 버전 설치



Gradle 설치방법

시스템 속성 – 환경 변수 클릭

시스템 변수 – 새로 만들기

Gradle 압축을 푼 경로로 지정



Gradle 설치방법

시스템 변수 – 편집 – 새로 만들기 – 파랑색 추가 Cmd창에서 gradle –v로 최종 확인



Ci/cd index

지속적인 자동화 빌드

지속적인 자동화 테스트

지속적인 자동화 배포 관리

강력한 Reporting 기능



Ci/cD vision

“ 지속성 & 자동화 ”



Ci/cd tools



Jenkins vs travis

호스팅 환경 제공

작업준비 알아서 해준다

Easy to Start

직접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호스팅 환경 제공 안됨

오픈소스, 다양한 플러그인을 지원한다

Easy to Customize

규모별 비용 부과, 소규모 무료



Jenkins



Jenkins - install

BREW : Package Manager



Jenkins - start



Jenkins - init pwd

기본 포트인 localhost:8080로 접속 후
/Users/(usename)/.Jenkins/secrets/intialAdminPassword에서

비밀번호 복사 후 입력



Jenkins - customize

좌측 권장 사항 선택



Jenkins - install plugin



Jenkins - started

메인 화면



Jenkins - setting



Jenkins - setting



Jenkins - jdk, git

JDK가 위치하는
디렉토리 입력

추가적으로
Git도 설정 가능



Jenkins - gradle

Gradle도 마찬가지로 설치된 위치 지정



Q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