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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 Server : Jenkins

CI (Continuous Integration) 도구로 Jenkins 채택.
- 오랜 시간 널리 상용화된 도구 → 많은 커뮤니티 및 플러그인 지원, 높은 호환성 제공.
-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무료 이용 가능.

또한, Jenkins를 클라우드 가상 서버에서 실행하여 서버 관리가 용이하고 언제든 Jenkins 접근 가능

클라우드 가상 Ubuntu 서버



1. CI Server : Docker ?

Docker란?
- 컨테이너 기반 오픈소스 프로세스 격리 플랫폼
- 프로그램, 메시지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컨테이너로 만들어 동작
- 가상머신보다 가볍기 때문에 서버에서 여러 프로그램 실행에 용이
-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버 구축 혹은 유지 관리가 매우 편리

그러나..
가상 서버 하나에서 4개의 Jenkins 컨테이너를 돌리기엔 무리



2. Code Configuration Management : Git

Code Configuration Management 도구로 Git 채택.
- 간단하게 병렬 협업 환경 구축이 가능.
- 모든 변경 기록 유지 및 열람 가능. → Issue Tracking에 활용할 수 있음.
-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commit시 부담이 적음.
- 다른 도구들과 연동성이 좋음. 

Github의 Repository를 적극 활용하여 Code configuration을 원활히 하고 다른 도구와 활발히 연동.
Github는 웹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3. Requirements Management & Bug Tracking

Issue Tracking(Requirements Management & Bug Tracking) 도구로 Jira 또는 Notion.

Requirement Management와 Bug Tracking을 모두 Issue Tracking 도구에서 관리하는 경향.
- 여러 도구의 병행으로 발생하는 오버헤드 방지. → 안정적인 초기 학습곡선, 업무 효율성 증진.

현재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고 있는 Issue Tracking 도구 2개
- Jira
- Notion
(2가지 모두 웹으로 접근이 가능.)

VS



3. Requirements Management & Bug Tracking : Jira

Jira는…

장점
- 애자일 SW 개발팀에 최적화된 이슈 및 버그 트래킹, 프로젝트 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 정형화된 사용법으로 가독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 통계 및 시각화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
-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적합.
- Git과의 연동이 가능. → 관련 이슈를 추적하는 데 용이.
-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에서 채택하여 사용 중.

단점
- 대부분의 유용한 기능은 유료.
- 처음 배우고 익숙해지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
-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기능이라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그에 맞춘 사용이 강요.



3. Requirements Management & Bug Tracking : Notion

Notion은…

장점
- All-in-one Workspace를 지향하는 플래닝, 이슈 트래킹, 프로젝트 관리 등의 다목적 서비스.
- 모든 부분이 커스텀이 가능한 유연하면서도 편리한 템플릿으로 쉽게 익히고 사용 가능.
-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음.
- Git Gist, Code Block을 지원하여 코드를 직접 보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음.
- 누가 어떤 항목을 열람 또는 수정 중인지 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많은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기업에서 채택하여 사용 중임.

단점
- 코드 관리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다.
- 다른 도구들과 호환성, 이식성이 떨어짐
- 그래프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통계 시스템이 부족함.
- 높은 자유도로 인해 일관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



3. Requirements Management & Bug Tracking : Notion

Issue Tracking(Requirements Management & Bug Tracking) Notion 채택.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Jira에 비해 사용에 용이 →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4. Team Communication : Slack

Team Communication 도구로 Slack 채택.
- Git, Jenkins, Notion 등 CTIP 환경 내 다른 도구들과 연동이 가능.
- 목적 별 채널 분리로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
- 스마트폰 App을 통한 알림 서비스 이용 가능. → 실시간 피드백에 도움.
- 일반적인 메신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익숙한 인터페이스.



5. Unit Testing : JUnit

Unit Testing 도구로 JUnit 채택.
- 가장 유명한 Java Unit Test Platform.
- Build 자동화 도구에서 쉽게 사용 가능.
- Jenkins에서 연동하면 Unit Test 결과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준다.



6. Automatic Build

Automatic Build 도구로 Gradle vs Maven vs Apache Ant

Build란?
- 컴파일, 패키징, 테스팅 등의 작업을 통해 소스 코드파일을 실행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작업

가장 유명한 자동화 빌드 툴 3개. 



6. Automatic Build : Apache Ant

Ant는…

장점
- xml파일에 기반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종속성이 없다.
- xml파일에 의해 계층성 확인이 쉽다.
-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따라 자유롭게 빌드 절차 정의.

단점
- 스크립트 재사용성이 떨어진다.
- xml, 원격 저장소를 가져오기 위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필요



6. Automatic Build : Maven

Maven은…

장점
- xml 파일을 이용한 빌드 정형화.
- 프로젝트 전반적인 관리 기능 포함.
- 다양한 플러그인.

단점
- 라이브러리 종속성이 발생하면 xml이 복잡해 진다.
- 복잡한 xml 파일 관리에 의한 급격한 러닝 커브.



6. Automatic Build : Gradle

Gradle은…

장점
- Java 외에도 여러 언어의 빌드 환경 구성 가능
- 많은 레퍼런스 문서와 활발한 플러그인 허브 덕분에 플러그인 사용이 편리.
- 빌드 속도 향상을 위한 기능 제공 → 빠른 빌드 속도
- 스크립트 기반의 간편한 사용법.

단점
- 딱히 없다.



6. Automatic Build : Gradle

Automatic Build 도구로 Gradle 채택.
- Java 외에도 다양한 언어 빌드 환경 구성 가능.
- 복잡하지 않은 스크립트 파일 관리.
- Ant와 Maven의 장점을 계승



7. IDE

IDE 도구로 Intellij vs Eclipse

IDE란?
- 여러 개발자 툴 및 개발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개발 환경. 

가장 유명한 자동화 Java IDE 2개. 



7. IDE : Intellij

Intellij는…

장점
- 편리한 코드 자동 완성 기능. 유사하거나 최근 사용된 코드를 추천해준다.
- 안정적인 플러그인
- 많은 자체 빌트인 기능 제공

단점
- 많은 플러그인 때문에 무겁다.



7. IDE : Eclipse

Eclipse는…

장점
- 무료
- 아주 많은 플러그인

단점
- 불안정한 플러그인이 많다.
- 그리 똑똑하지 않은 자동완성.



7. IDE : Intellij

IDE 도구로 Intellij 채택.
- Java IDE 중 가장 큰 점유율 차지.
- 코드 자동 완성 기능 덕분에 유사한 단어가 많은 객체지향 프로젝트에 유용
- 다양하고 안정적인 플러그인 지원
- 자체 내장된 Git 



8. Aggregation

현재까지의 CTIP 환경 전체 구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