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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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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management

높은 호환성의  플러그인

오랜 시간 널리 사용된 도구 

→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플러그인이 다양함.

서버 관리 용이성

Jenkins를 클라우드 가상 서버에서 
실행하면 언제든 Jenkins에 접근 
가능해서 관리가 용이함.

무료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무료 이용 
가능.

대시보드  제공

대시 보드를 제공하여 여러가지 
배포 작업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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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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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Server



Cloud Server



3.
Requirement & Issu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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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 Issue Management

vs vs vs

What is Trello? 
▷ 웹기반의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 보드, 리스트 카드 기반  프로젝트 관리

간트차트 제공 스크럼 보드 제공 보드 리스트 카드 문서작성 용이



Requirement & Issu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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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rello? 
▷ 무료

▷ 기한 설정, 체크리스트 기능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Requirement & Issu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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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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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Communication
잔디

 - 장점 : 한국어 지원, 버튼 
하나로 연동되는  외부 서비스, 
사용하기  편한 채팅형 UI/UX 
및 커뮤니티  기능

 

  - 단점 : 서버 상태가 좋지 
않아 속도가 느린 것이 
체감됨,

서버 동기화 문제가 빈번함.

네이버 웍스 

- 장점 : 네이버 서비스와의  
연계. 한국어 지원, 원격 
관리 지원, 친숙한 UI/UX

  - 단점 : 네이버에서  
제공하지  않는 외부서비스
(서드 파티)와의 연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함 .

연동되는  라인 어플은 
한국에서  약세임.

MS Teams

- 장점 : 오피스 365와의 
연계가 가능.  오피스 
365문서 동기화가  쉬워 
협업에 편리함. 🡪 문서 
중심의 작업을 기반으로  
관리하기에  좋음

- 단점 : 오피스365를 
활용하지  않으면 단순 
메시지 교환 이상의 효과를 
보기 어려움. 사용법이  조금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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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Communication

뛰어난 이식성

뛰어난 이식성으로 모바일 미지원 
서비스 모바일 연계 가능. 

직관적인  UI/UX

채팅형 서비스로, 디자인과 
사용성이 직관적이다. 

무료 혜택

무료 버전은 10개까지 서비스 연계 
가능

부족한 기능 보충

부족한 기능은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으로 해결 가능함.

15

한국어 미지원

해외 서비스여서 한국어가 따로 
지원되지는 않는다. → 번역기로 
해결

디스코드와  유사한 환경

 ‘퍼블릭 채널’, ‘개인 채널’ 등 일반 
메신저와는 다른 개념이 있어 초기 
교육이 필요함. → 디스코드와 
유사하여 큰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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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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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

장점 : 무료, 여러 프로젝트 동시에 관리 가능

단점 :  다른 IDE와 비교해서 속도가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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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자동완성, 소스코드 분석, 디버거 

등의 기능이 이클립스보다 우수 

단점 :  Ultimate 버전 사용시 유료

vs



6.
Vers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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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Control

중앙집중관리식

장점 : 직관적, 머지와 커밋이 편리 , 

중앙서버에 있는 자료를 공유

단점 :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높음

vs

분산관리식

장점 :  모든 작업이 로컬에서 이루어짐, 개발 

시 처리속도가 빠름, 브랜치와 머지의 

상호작용으로 편의

단점 :  직관적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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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Control

형상관리 툴 이라서 tomcat외에는 필요한 추가에셋이 없어 특이사항 없이 설치 완료 

SVN 설치 및 Jenkins SVN 연동



Version Control



7.
Automatic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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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Ant (2000~)

 - 단점 : 한 눈에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해서  유지 보수 
및 재사용이  어려움

  - 장점 : 다른 빌드 도구들에  
비해 유연함
(정해진 작성 규칙이 없으며, 
low level의 설정까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설정)

Maven

 - 단점 : 플로우나  조건부 
상황, 사용자 지정 빌드 
스크립트는  Ant에 비해 
작성하기  어려움

  - 장점 : 계층적인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좋고, 
Dependency Management

에 유리

Gradle

- 장점 : 빌드 자동화 / 

XML이 아닌 Groovy 기반 
DSL(Domain-Specific 
Language)로 작성하여  
가독성이  좋음

초기 프로젝트  설정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 개발자의  
의도대로  설계하기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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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Jenkins 콘솔 출력
26

Eclipse Ant (build.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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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Analysis
findbugs, sonarqube, pmd, check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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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Analysis
findbugs, sonarqube, pmd, check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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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n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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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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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esting

32



10.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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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P 구축 Over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