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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IDE

가독성 좋은 UI

 Eclipse에 비해 비교적 가벼움

유료 vs 무료 (but 학생 무료)



Auto Build

 가독성

 편리한관리

 성능



Gradle Implement 

Gradle을통해라이브러리버전정의및 jar 생성확인

테스트 코드 결과



Unit Testing – JUnit5 

 단위모듈(Method)이 정확히 구현되었는 지를 확인 Testcase 생성 및 실행, 
오류추적

 단위모듈별 테스팅을 가능케 함으로써 코드품질을 보장

 단위테스팅으로 통합 테스트 시의 회귀결함을 감소

 다른 모듈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모듈만 임의의 순서대로 테스트 가능

 JFeature(요구사항 개발도구)와 통합되어 요구사항의 정확한 구현 비율을 알 수
있음



JUnit5 Implement

테스트 코드
결과



CI Comparison



Issue Tracking



Communication 

 Slack

 Github, Jenkins 연동 플러그인

➢Push/merge, build fail 알람 등 가능

디테일한 마크다운

➢가독성/편리성

 Zoom

학교 이메일로 무료 이용 가능

팀원 간 실시간 화상채팅



CI Tool - Jenkins

 무료이다.

 Docker와 Kubernetes와 같은 container사용에 용이

 Git, Gradle, Slack 등 library plugin이 많다.

(Cover : platforms, UI, administration, source code management, 
and, most frequently, build management.)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움.

 Master-Slave Architecture를 사용한다.

(Master -> main server , Slaves- remote machines used for build 
and test.)



CI Tool - Team City

 JetBrains에의해개발된 CI

 현존하는거의대다수의 OS를지원 (Solaris 등등)

 History reports, instant feedback on test failure 등고유의편의기능이다수
존재

 Code coverage analysis,여러가지 .NET testing framework, static code 
analysis tool 등많은 .NET tool들을가장잘지원하고있는 CI도구중하나

 Git 뿐만아니라정말다양한 VCS를따로지원 (AccruRev, ClearCase, 
Mercurial, Perfoce등)



CI Tool - Travis

 새로 빌드를 할 때 기존 Github repository를 clone함으로써
항상 backup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

 설치 불필요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Yaml file로 관리 가능

-> 전체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



Server

 팀원의 개인 Linux 서버 사용

 Docker를 통해 Jenkins와 Sonarqube 서비스

 가정용 공유기의 포트포워딩으로 빌드용 서버의 포트들만 사용 가능

Server



Jenkins/Sonarqube Install on Docker

 Docker Hub에서제공해주는 repository들을활용

 Auto hacking bot들을회피하기위해공인된 port nubmer 외의 port

number를 outbound로사용

Docker Containers on Server



Jenkins Project Setting 

 Jenkins에 Plugin 설치

 Github repository&credential

 Github web hook

원하는 브랜치에 push가 발생하면 특정 커밋을 기준으로 자동 build

main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기준으로 자동 build 하도록 세팅

 Github Issues Plugin

 build failure 내용에 대해 github issue에 자동으로 보고서 작성

 Slack notifications

 slack에 원하는 정보를 포스트



Jenkins Project Setting – Plugins Install 

 Github integration plugin

 Github issues plugin

Plugins



Jenkins Project Setting – Repository&credential

 Github repository 접근 권한 부여

접근 위해 github에서 access token 발행

 Repository url 입력

 Credentials에 Token 입력

 Build할 branch 설정 – main



Jenkins Project Setting – Github Webhook & Jenkins

 브랜치에 커밋 push 시에 github webhook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Jenkins Project Setting – Github Webhook & Jenkins

 main 브랜치에 커밋 push시에 자동으로 build 되는 것을 확인



Jenkins Project Setting – Github Webhook & Jenkins  -
Test 

 Main 브랜치에 커밋 push 시에 임의로 build 오류가 발생하도록 Jenkins 세팅을 변경

 Build failure 발생 확인

 Github Issue Plugin 작동 확인

 성공적으로 build가 되도록 Jenkins 세팅 변경

 main 브랜치에 push

 Github Issue Plugin 작동 확인



Jenkins Project Setting – Github Webhook & Jenkins  -
Test 

 Main 브랜치에 커밋 push 시에 임의로 build 오류가 발생하도록 Jenkins 세팅을 변경

 Build failure 발생 확인



Jenkins Project Setting – Github Webhook & Jenkins  -
Test 

 Jenkins의 Github Issues Plugin이 failure issue
작성

 성공적으로 build가 되도록 Jenkins 세팅 변경

 main 브랜치에 push

 Build가 성공하고 Github issues plugin이
failure issue에 “Build was fixed!”를 출력 후
issue를 close하는 것을 확인

Issue Report



Slack Notification - Jenkins

 Jenkins에서 빌드 발생 시

-> Project Setting에 설정한 정보들이 slack에
자동으로 포스트



Slack Notification - Github

 새 push , merge 등발생시포스트

 Issue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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