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V프로젝트 발표-2

CTIP 환경 구축(1)

공민정, 이규은, 김태형, 최지현



1  CI

2 Code Configuration Management

3 Requirements Management, Bug Tracking

4  Team Communication

5 IDE

6 Automatic Build

7 Unit Testing

8 기타 연동

9 총정리

INDEX



01 CI(Continuous Integration): 

Jenkins

✓ 다수의 개발자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버전 충돌 방지
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CI 툴

✓ 정기적인 빌드+git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commit을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자동화 테스트가 포함된 빌드 작동

✓ 500여 가지가 넘는 플러그인 제공



02 Code Configuration Management:

• 형상관리도구란?

– 코드의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기록하여 여러 개발자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이전 버전
으로 되돌리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Git 과 SVN의 차이점

– SVN은 각 개발자의 commit이 중앙 서버의 코드에 즉시 업데이트되어 다수의 협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반면 Git은 개발자 각자 고유의 로컬 저장소를 가지며 로컬 저장소에 commit하여 테스
트를 거친 코드를 본 코드에 적용(push)할 수 있다.

• Git 의 코드 적용 과정



02 Code Configuration Management

• 용어설명

– working directory : 개인의 작업공간으로 아직 local repo에 commit 되기 전의 path.

– staging area : 저장소에 커밋하기 전에 커밋을 준비하는 위치.

– local repo : 커밋된 모든 파일을 포함하는 로컬 저장소.

– remote repo : 로컬 저장소에서 push된 내용만을 저장하는 원격 저장소.

– git commit : 업데이트 한 내용을 저장소에 적용하는 과정.

– git pull : 원격저장소의 작업내용을 바탕으로 로컬 저장소 및 working directory의 모든
코드를 새로 생긴하는 것.

– git add : working directory의 파일을 commit하기 전에 임시로 추가하는 것.

– git fetch : 원격저장소의 작업내용으로 로컬 저장소를 갱신하는 것.



03 Requirements Management 

- 의미: 요구 공학 프로세스나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의 변화를 이해하

고 통제하는 프로세스

- 비즈니스 자체의 변화 or 시스템의 이해도가 점차 높아짐

-> 새로운 요구사항 추가될 수 있음

-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다양한 요구사항 발생 가능

-> 모순 발생 가능

 요구사항은 불완전, 불일치하다.

∴ 요구사항 관리가 필요하다



03
Redmine -
Requirements Management, Bug Tracking 

• 웹 기반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 Issue Tracking System, Bug Tracking System

• Ruby on Rails로 작성됨

• 오픈 소스 ALM 솔루션에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관리, 이슈 관리, 변경 관리, 테스트

관리 등

• 직관적인 UI 

• 무료

기능

√ 다중 프로젝트 지원

√ 유연한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 다양한 모듈 제공

- 일감관리, 시간추적, 뉴스, 문서, 파일,

위키, 저장소, 게시판, 달력, 간트차트

√ 알림, 이메일 알람 기능

√ 형상 관리 소프트웨어와의 통합

√ 다중 LDAP 기반 인증 지원

√ 다국어 지원

√ 플러그인 기능 지원

√ 여러 데이터베이스 지원

: MySQL, PostgreSQL, MS-SQL, SQLite

√ 관련 모바일 앱



04 Team Communication:

• Slack 의 특징과 주요 기능

1. 무료 버전으로 가입해도 인원수와 기능 제한 없음

2. 단톡방과 유사한 ‘채널’ 생성 가능

3. 알람 설정 기능의 세분화 : 해당채널 모든 내용, 나의 아이디만 언급할 경우, 사전에 지정해둔 중

요 단어 언급할 경우, 1:1 메시지인 경우, 알림 끔

4. 검색 용이성

5. 파일 공유와 파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가능

6. 기존에 사용 중인 서비스의 알림 통합 ex) google drive, dropbox, github, trello

7. 파워풀한 API 제공

-> 개발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slack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음

∴ 업무와 소통을 하나로 묶고 사용자의 편리함을 더함 -> 협업 플랫폼의 대표가 됨.



05 IDE

Workspace 기반 Project 기반

Developer 
Community

Documentation

Plugin
Syntax Checker

무료 유료

VS
Why IntelliJ?

• IDEA intelligent
- code prediction
- syntax checker
- Refactoring

• Built-in Developer Tools
- Version control
- Build tools

• 다른 Testing Tool과 연동이 쉽다.

• 안정적이고 설치하기 쉬운 plugin



06 Automatic Build:

Gradle

• JVM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 Groovy 기반의 DSL
- JAVA와 호환되고 문법이 가까움
- Xml방식의 Maven보다 쉬움

• Task based core model
- Directed Acyclic Graphs (DAGs) of tasks (units of work)
- Abstract and Concrete

• 종속성에 따라 DAG를 만들어 작업 실행 순서를 결정
- 모든 Build Process를 작업 그래프로 모델링하여 유연한 빌드 가능

• Plugin 을 통한 확장성

• 빠른 속도



07 Unit Test:

JUnit

✓ 단위 테스트를 위한 프레임워크

✓ 문자 혹은 GUI 기반으로 실행됨

✓ Annotation(@)으로 간결한 사용 가능

✓ 단정문(Assert)으로 결과 판별

✓ 테스트 결과 확인+최적화된 코드를 유추하는 기능도 제공

Method 내용

assertArrayEquals(a,b) 배열 a, b가 일치하는가?

assertEquals(a,b) 객체 a, b의 값이 일치하는가?

assertSame(a,b) 객체 a, b가 같은 객체인가?

assertTrue(a) a가 참인가?

assertFalse(a) a가 거짓인가?

assertNotNull(a) 객체 a가 NULL이 아닌가?

Junit assert 관련 주요 method



07 Junit – simple example



08 Slack 과 Redmine 연결

레드마인
폴더

~./bashrc
-> GemNotFoundException 해결

redmine 연결



08 Slack 과 Redmine 연결



08 Redmine과 Git 연결



08 Jenkins과 Github 연결

1. Push를 감지할 repository의 관리자 계정의
secret text를 생성



08 Jenkins과 Github 연결

Secret text가 생성됨
-> 이 text를 복사하여 저장해 놓는다.



08 Jenkins과 Github 연결

2. 프로젝트의 빌드 트리거에서
GitHub hook을 체크한다.



08 Jenkins과 Github 연결

3. 젠킨스에 secret text를 등록한다.

전에 복사하였던 secret text를 붙여넣기 한다.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

토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이후 설정을 저장.

방금 만든 키를 선택



08 Jenkins과 Github 연결

4. Repo의 설정화면에서 jenkins의 주소 입력

젠킨스 주소 뒤에 /github-webhook/ 을 붙인다.

이전에 기록한 secret text 붙여넣기.

이 과정을 마치면 해당 repo에 push가 이루어질 경우
jenkins에서는 자동으로 build를 수행한다.



09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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