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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개발 현장에 따라 개발 방식도 가지각색이다. 개발 규모가 아주 큰 경우를 제외하
고는 엑셀 정도만 사용해서 태스크를 관리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 다수가 개발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지만, 이조차도 사용법이 익숙
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티켓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곳도 적
지 않게 있지만, 티켓 관리 시스템과 소스 관리 시스템을 연동해서 이용하는 곳은 거
의 본 적이 없다. 대규모 개발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효율성보다는 개발자
편의에 의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 주체가 사람이라서 어느 과정이든 사람에 의한 실수나 오류를 초
래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실수라고 치부하고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책은 프로젝트 관리자는 물론 개발자들이 효율적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도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다수가 팀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도
구와 이들을 연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통합(CI)이나 지
속적 전달(CD)을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예제를 통해 자세히 안내
하고 있다.
특히, Jenkins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법은 빠른 주기의
제품 출시를 가능하게 해 주며, 사람이 범하기 쉬운 오류들을 대폭 줄여준다. 요구사
항 정의 단계부터 개발, 테스트, 출시까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부 자동화한다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과업이었다. 하지만 빠른 기술 변화는 마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다. 그 마법을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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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사례와 예제 중심으로 설명된 이 책이 반드시 독자들의 개발 현장을 꿈의 프로젝
트 현장으로 바꿀 것을 기대하는 바다. 이 책은 프로젝트 관리자에겐 효율적인 프로
젝트 운영 방법을, 개발자에겐 높은 품질의 코드 작성법을 안내해서 한 발 더 앞서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와 개발자가 되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2014년 9월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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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머리말

이 책은 ‘팀 개발을 위한 실전 입문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팀
개발이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2014년 현재, 매우 다양한 팀 개발 방법론 및 도구가 존재하고 있다. 방법론으로
는 애자일 개발(특히 스크럼), XP 방법론이 있고, 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TDD(Test
Driven Development: 테스트 주도 개발), BDD(Behavior Driven Development: 행
동 주도 개발), TiDD(Ticket Driven Development: 티켓 주도 개발) 등의 설계 개발 방

법론이 존재한다. 또한, CI(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 통합), CD(Continuous
Delivery: 지속적 전달) 같은 구현 방법론도 있다. 이들 방법론에 대한 서적이나 잡지,

웹의 기사 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방대하게 존재하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다.
또한, 팀 개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도구를 보면 티켓 관리 시스템이나 버전 관
리 시스템, 자동 테스트나 정적 분석 도구, 배포 자동화 도구 등 종류만 살펴봐도 끝
이 없을 정도로, 각각을 대표하는 도구를 간단히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그 종류와 양
에 압도당할 정도다.
요즘은 팀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가 매우 편리해져서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구
축하기가 수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하지만 관련 정보들이 지나치게 넘쳐나
서 오히려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초보자에게 쉽게 가르치는 게 어려운 현실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책에서는 팀 개발에 필요한 도구(툴) 설치 방법이나 사용법에 중점을 두고, 전
체적인 모습을 그려나가면서 설명한다. 또한 왜 해당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왜 해
당 방법을 채택하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부디 책 마지막 페이지까지 즐겁게 읽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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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상 독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새롭게 개발팀을 맡게 된 신입 프로젝트 매니저
•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인 프로젝트 매니저 및 스크럼 마스터
• 기존

프로젝트에서 일정 번복이나 납기 연기 등이 빈번히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도구와 그 사용법을 알고 싶은 사람
• ‘테스트는

테스트팀 담당이니까 관계없어’, ‘배포는 운용팀 담당이니까 관계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 최신 웹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배우고 싶은 사람

감사의 말

이 책의 집필에 있어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다. 예의에 어긋나지만 호칭과 순서 없
이 소개하도록 하겠다.
오카무라 님, 히라다 님, 오쿠무라 님, 료타로 님, 후지와라 님, 나카무라 님, 이
토 님, 히도토시 님, 카쿠다 님 등이 원고를 검토해 주시고 훌륭한 조언을 해 주셨다.
Vicent Driessen 님은 Git-Flow 그림을, Pablo Santos 님은 SCM 역사도를 제공
해 주었으며, 번역도 허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또한, 호리유즈 님을 포함해서 주식회사 캐논에서도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감
사의 인사를 드린다.
기술평론사의 스노하라 님, 처음에 이 책 집필을 의뢰해 주신 후 2년이나 지났는데
도 더디게 진행되는 원고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휴일에도 원고를 쓰고 있는 저를 싫어하는 내색 없이 지지해 주었던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아이들을 봐주셨던 장모님, 장인어른과 저의 어머니, 아버지
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다. 고맙습니다.
2014년 3월
필자 대표 이케다 타카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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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고승광(플랜티넷)

이 책은 더욱 더 높은 팀 개발 문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참고할 만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검토 및 실천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팀 개발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모든 주제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지
는 않다는 점은 미리 참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동수(보건복지부)

Git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던 저에게 정말 알기 쉽게 팀 개발에 관해 설명해 준 좋은
책입니다. 막히는 부분 없이 쉽게 읽혀서 팀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초급자에게 매우
적절한 책이 될 것입니다.
전윤호(다윈텍)

실제 예를 바탕으로 개발 과정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경험 많은 저자의 개발 노하우를 쉽고 재미있게 기술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저자의 노
하우를 체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책으로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 그 과
정 또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모(이지닉스)

개발자라면 누구라도 팀 단위 프로젝트를 경험해 봤을 것이며, 여러 사람이 개발을
함께 진행할 때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팀 단위 개발의 문제점을 케이스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 방법을 제시
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 및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에 걸쳐 전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팀 개발의 효율적인 방법에 갈
증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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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SK커뮤니케이션즈)

실무에서 협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Jenkins, JIRA, SVN 등의 도구를 전반적으로
훑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 다른 툴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이 나와 있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에게 유용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
다.
최아연(숭실대학교)

실제 현업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팀 개발에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과 해결
책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용한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해 주어서
아직 대규모 팀 개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지만 오히려 미리 숙지해 둘 기회
를 얻어서 좋았습니다.

Beta
Readers...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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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e r

팀 개발이란?

1.1 혼자서도 개발할 수 있다
1.2 팀 개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1.3 어떻게 문제에 대응할까?
1.4 이 책의 구성
1.5 이 책을 읽기 전 주의사항

1.1

혼자서도
개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혼자서도 개발할 수 있다. 프리웨어(freeware)나 쉐어웨어(shareware) 개발자는 대부분 개인 개발자다. 최근 수년간 아이폰 앱이나 안드로이드 앱을

개인이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도 많다. 또한, 개발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도구 등을
OSS(Open Source Software,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도 Jenkins(젠킨스) 1나 Sublime Text(서브라임 텍스트) 2 플러그인을 취미 삼아
개발하였고, 또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혼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커
뮤니케이션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매우 빠른 개발 및 배포가 가능하다. 소프트웨
어 규모 3가 작으면 모든 것을 혼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규모가 어느 수준 이상 커지면 제품의 모든 것을 혼자서 파악하
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여러 사람을 팀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개발할 필요가 생긴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요구되는 기능 수준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
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특히 기업 내 개발 현장에서는 다수의 멤버를 팀으로 묶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다수의 인원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체제를 ‘팀 개발’이라 부르
기로 한다.

 http://jenkins-ci.org
1
 http://www.sublimetext.com
2
3 소프트웨어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용자 수, 코드 행 수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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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팀 개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팀 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제점을 팀 간에 공유
하거나 진척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다수의 인원이 하나의 제품 소스 코드를 편
집하기 때문에 개발 내용이 겹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다수의 인력이 연관되면
서 코드 품질을 균일화하기도 어려워지며 제품 코드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리고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한 번의 배포로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복 배포하며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정도가 되면 코드는 혼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도로 규모가 커진다. 여러 명이 병행해
서 개발하면서도 품질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디그레이드(degrade) 4 없
이 신기능을 추가해야만 한다.
사람은 실수하기 쉽고 잊어버리기 쉬운 동물이다. 작은 실수로 디그레이드를 초래
한다. 또한,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빠짐없이 모두 테스트하는
것도 어렵다. 다수의 인력이 개발하면 서로 모순된 코드를 짤 수도 있다. 또한, 한 달
전쯤에 자신이 짠 코드도 다른 사람이 짠 코드라 생각할 정도로 쉽게 내용을 잊어버
리는 경우가 있다.

 기
 능 추가나 버그 수정 등에 의해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동작했던 기능이 동작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지
4
는 현상을 가리킨다.

3

1.3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

팀 개발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무리다. 전
세계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나 방법론을 개발했다.
이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인력이 문제를 공유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 났는지 알기 쉽게 공유해서, 디
그레이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언가를
실수했을 때는 바로 원 상태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신기능을 빠르게 개발
해서 배포하지 않으면 시장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병행해서 복수의 기능을 개발해
야 한다. 물론, 품질도 유지하면서 말이다.
즉, 팀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 ‘무엇을’,

‘언제까지’, ‘누가’ 실행할 것인가? ‘무엇이’ 끝나면 ‘완료’인지를 관리하고 공유
할것
• 소스 코드를 포함한 여러 성과물을 팀에서 공유할 것
• 성과물

변경을 관리하고, 성과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각 멤버가 병행 작업이
가능할 것
•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지식을 팀 간에 공유할 것
• 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항상 정확하게 동작하는가를 증명할 것
• 누가 해도 실수 없이 개발, 테스트, 배포가 가능하도록 작업을 자동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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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사용법에 대해
다룰 것이다.

2장: 케이스 스터디
우선, 2장에서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샘플 프로
젝트를 이틀간 시뮬레이션해서 확인해 볼 것이다. 이 시뮬레이션 도중 나타나는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도움이 되는 도구는 3장 이후에서 설명하도
록 하겠다.

3장~5장: 기초적인 방법론
3장 이후는 팀 개발 개선을 위해서 착수해야 할 부분부터 차례대로 설명할 것이다.
순서대로 읽어 가면서 하나씩 차례대로 실행해 보도록 하자.
3장은 버전 관리 시스템(Version Control System, VCS)에 대해 다룬다. 이미 버전
관리를 하고 있는 독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장에서는 버전 관리 시스템의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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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역사를 돌아보고, 가장 최신의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git-flow
와 GitHub-flow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작업 흐름을 가지고 설명한다. 또한, 심화
내용으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4장은 티켓 관리(Issue Tracking System/Bug Tracking System, ITS/BTS)에 대해
다룰 것이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태스크를 티켓으로 관리하는 것이 티켓 관리
다. 티켓 관리를 위한 도구는 상용 제품을 포함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쉽
지 않다. 그래서 선정 시 챙겨야 할 사항들에 다룰 것이다. 또한, 티켓 관리 시스템과
버전 관리 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티켓 관리 시스템을 이용함
에 따른 태스크 정확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다.
5장은 지속적 통합(Continuous Integration, 이하 CI)에 대해 다룰 것이다. 버전 관
리 시스템이나 티켓 관리 시스템은 도입했어도 CI를 도입하지 않는 현장이 많다. 테
스트 단계에 들어서 처음으로 모든 변경을 체크아웃해서 빌드해 보면, 컴파일이 되
지 않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 변경이나 의존 관계 변경을 포함하는 모
든 변경을 체크아웃해서 빌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CI라고 한다. CI를
도입하면 개발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장에서는 CI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빌드 도구, 테스트 프레임워크, CI 도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5장까지가 팀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우선 5장까지 차근차근 읽고 실행해 보도록 하자. 5장까지의 내용을 현장에 적용했
다면 6장으로 넘어 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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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7장: 지속적 전달과 회귀 테스트
6장에서는 지속적 전달(Continuous Delivery, 이하 CD)에 대해 다룰 것이다. 환경
구축을 자동화하고 CI와 조합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언제든지 제한 없이 상용 환경
에 배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볼 것이다.
7장에서는 회귀(regression) 테스트에 대해 다룰 것이다. 사용자 테스트처럼 사
용자 관점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디그레이드 없는 제품 배포를 실현한다.
Selenium(셀레늄)과 Jenkins(젠킨스)를 사용한 회귀 테스트 자동화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테스트를 고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분산 테스트 환경 구
축에 대해서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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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도구나 방법론에 절대적으로 우수한 솔루션은 없다. 기업
규모, 제품 규모, 팀 규모에 따라 적합한 솔루션이 다를 뿐이다. 또한, 팀 개발 방법
론이나 도구에 많은 선택사항이 있지만,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최적의 방법론은 케이스 스터디
팀 개발 세계에서는 어디에든 통용되는 만능 방법론이란 없다. 상황에 따라 적합
한 조합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실제 자신이 속한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
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실제 프로젝트에서 티켓 관리 시스템, 버전 관리 시스템, CI, CD 등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버전 관리 시스템과 CI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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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
도구 선정에 정답은 없다. 티켓 관리 시스템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도 Redmine(레
드마인) 5을 사용하면 좋을지, JIRA(지라) 6가 좋을지, 아니면 GitHub(깃허브) 7만으로

도 충분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CI의 경우도 Jenkins(젠킨스)를 사용하면 좋을지, Travis(트래비스) CI 8가 좋을지,
아니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단순히 정의할 수 없다. CD도 마찬가
지다. 현재도 많은 도구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최적의 패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만으로 방법이나 도구 조합의 모든 패턴을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책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패턴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서 선택 옵션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는 가능한 범위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2장에서는 잘 굴러가지 않는 프로젝트 예를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
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5 http://www.redmine.org
6 https://www.atlassian.com/en/software/jira
7 https://github.com
8 https://travis-c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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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버전 관리 시스템

버전 관리 시스템이란?
버전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팀 개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없어서
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버전 관리 시스템의 개념이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
고 있는지가 팀이 배포하는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버전 관리 시스템이란 무엇일까? 버전 관리 시스템은 어떤 파일을
언제, 누가, 어떻게 변경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버전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이다. 이 경우 파일에는 당연히 소스 코드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소스 코드만을 관
리하는 것이 버전 관리 시스템은 아니다.
테이블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를 등록하는 SQL 파일, 미들웨어 구축 파일을 위한
설정 파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설명서 등 파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관리할 수 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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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왜 편리한 걸까?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른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변경 내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이 남는다
• 버전 간 차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변경을 실수로 덮어쓰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 임의의 시점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 복수의 파생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서 특정 시점의 상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버전 간 차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언제, 누가, 어떻게 변경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기록(커밋 로그)을 추적하면 원인을 판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종이에 쓰거나 엑셀 등을 사용해서 사람이 관리해도 되지만, 팀 멤버 수가 늘어 취
급하는 파일 종류가 늘어나면 이 방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요즘에는 이런 프로젝트가 거의 없지만, 지금도 엔지니어 수가 적은 웹 사이트 개
발 현장 등에서는 사람이 수기로 관리하는 곳이 있다. 만약 이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
다면, 우선은 기록을 자동화하기만 해도 되니 버전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자.

●●버전 간 차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svn diff나 git diff 등의 명령어로 간단히 각 버전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명

 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 파일인 경우다. 이미지 같은 바이너리 파일은 차이 확인이 간단
1 차
하지 않으니 주의하자. 기술적으로는 바이너리의 차이를 취득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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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어는 커맨드라인을 사용해야 하지만, TortoiseSVN 2이나 TortoiseGit 3, Source
Tree 4와 같이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클라이언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Trac(트랙)이나 GitHub(깃허브)처럼 웹 기반 리포지토리 브라우저를 사
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차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버전 관리 시스템이 가진 우수한 기능 중 하
나다.

●●다른 사람의 변경을 실수로 덮어쓰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을 단순한 기록 관리와 차별화하는 것이 바로 이 기능이다. 버전
관리 시스템은 파일 변경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어서 같은 파일의 같은
부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수정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2장에서 다른 사람이 수정한 것을 실수로 덮어쓰기 한 경우가 있었는데, 버전 관리
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명이 함께 수정하다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컨플릭트(conflict) 또는 콜리전
(collision) 5이라고 하는데, 이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전 관리 시스템은 두

가지 구조를 제공한다. ‘락-수정-락 해제’ 모델(이하 락(Lock) 모델)과 ‘복사-수정-머
지 모델’(이하 머지(Merge) 모델)이 그것이다.
락 모델은 명칭 그대로 누군가 편집하고 있는 사이에 파일을 잠가 둬서 다른 멤버
가 일절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옛날 상용 버전 관리 시스템은 주로 이
방식을 채택했었다. 이 방식은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
가 특징이다. 하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병행해서 개발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개발 속
도가 잘 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머지 모델은 파일을 잠그지 않고 개발자가 복사본을 체크아웃해서 편집한 후 리포

2 http://tortoisesvn.net
3 https://code.google.com/p/tortoisegit/
4 http://www.sourcetreeapp.com
5 네
 트워크상에서 데이터가 충돌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소스 코드 수정에 따른 충돌에는 적합하지 않
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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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토리에 커밋한다. 커밋 시에 차이를 확인해서 차이가 있으면, 커밋 전에 차이를 머
지한 후에 다시 커밋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다. 최근의 버전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CVS(Concurrent Version System), Subversion, Git과 같은 유명 도구들이 이 모
델이다. 이 모델의 장점은 락을 걸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최신 소스 코드
를 취득해서 다른 사람의 작업을 기다리지 않고 병행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멤버와 수정이 충돌하는 경우는 머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락 모델이든 머지 모델이든 버전 관리 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수
정한 것을 실수로 지워버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Column

락(Lock) 모델과 머지(Merge) 모델

앞서 언급했듯이, 버전 관리 시스템은 충돌 해결 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락 모델과 머지 모델이다. VSS(Visual Source Safe)나 Peroforce, PVCS 등 독
점성이 강한 상용 버전 관리 시스템은 락 모델을 채택한 경우가 많으며 주a, CVS, Subversion, Git, mercurial 등의 OSS(Open Source Software)는 머지 모델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어느 방식이든 일장일단이 있다. 요즘에는 Subversion이나 Git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머지 모델이 주류가 되고 있지만, 10여 년 전에는 락 모델인 상용 버전 관리 시스템을 많
이 사용했다. 그 당시에는 OSS가 지금만큼 개발 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상
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시대에 현역으로 일했던 엔지니어가 지휘하고 있
는 현장에서는 지금도 VSS 같은 락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머지 모델인 Subversion이나 Git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락 모델과 같은 방식으
로 적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a  어느 제품이든 현재는 머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최신 기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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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모델은 누군가 파일을 편집하고 있으면 해당 파일에 락을 걸기 때문에 이론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같은 파일을 여러 명이 동시에 편집하는 것이 원칙상 불가능하다
(그림 3.a). 개발 속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락을 건 채 휴가를 간 사람이 있다면 개발 자
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주b.

중앙 리포지토리

중앙 리포지토리

파일 A

파일 A

?
락

철수

락 불가

체크
아웃

영희

철수가 파일 A를 락하고 편집하고 있는
동안 영희는 파 일 A를 락 할 수 없다.
철수가 편집이 끝나서 락을 풀기
전까지는 영희는 기다려야 한다.

커밋

?
락 해제

철수

체크
아웃

영희

철수가 편집을 끝내고 락을 해제하 면
영희는 파일 A를 체크아 웃할 수 있다.
즉, 같은 파일을 여러 명이 동시에 편집할
수 없다.

그림 3.a 락 모델은 동시에 편집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머지 모델은 락을 걸지 않고 같은 파일을 여러 명이 동시에 편집할 수 있다(그
림 3.b). 커밋할 때 차이를 확인해서 머지를 하거나, 편집 부분이 정말 겹치는 경우는 충돌
로 검출하는 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3.c).
단, 락 모델은 다른 사람이 편집하고 있는 사이에 파일을 체크아웃할 수 없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지만, 머지 모델은 언제든지 파일을 체크아웃할 수 있는 대신에 체크아웃해서
커밋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커밋하면 해당 변경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머지하고
나서 커밋해야 한다.

주b  실제로는 락을 강제적으로 푸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도 관리자 권한을 필요

로 하는 등 결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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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리포지토리

중앙 리포지토리

파일 A

파일 A

?

철수가
먼저 커밋

체크 아웃

철수

영희

락을 걸지 않기 때문에 철수와 영희 두
명이 파일 A를 동시에 체크아 웃할 수
있다.

?

커밋할 수 없고
머지해야 한다

철수

영희

철수가 먼저 커밋했기 때문에 영희의 커밋은
최신 내용이 아니다. 이 상태로는 커밋할 수
없다. 철수가 편집한 내용을 머지해서 최신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림 3.b 머지 모델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다

중앙 리포지토리

중앙 리포지토리

파일 A

파일 A

?

?

머지한 것을 커밋

업데이트해서 영희의
편집 내용을 머지

업데이트해서 철수의
편집 내용을 머지

철수

영희

영희는 먼저 커밋한 철 수의 편집 내용 을
수동으로 머지한 후 다시 커밋한다.

철수

영희

철수 는 영희가 커밋한 내용 을 업데이트함
으로써 로컬 환경에 불러올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철수와 영희가 가진 파일 A 내용이
같아진다.

그림 3.c 업데이트를 통해 로컬 장비상의 환경도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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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편집 부분에 중복이 있으면 충돌로 인식돼서 수동으로 해당 충돌을 수정하도록 메
시지가 뜬다. 이것은 머지 모델의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는 정상적인 동작이지만, 락 모델
에 익숙한 사람은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전 개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은 락 모델과 머지 모델의
차이를 잘 몰라, Subversion이나 Git은 락이 되지 않고 충돌이 매번 발생해서 효율적인 소
스 코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지게 된다. 특히, 락 모델에 익숙한 현장일수록 이
런 편견이 심하다. 실제로는 락 모델이 최적의 버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락 모델 버전 관리 시스템은 락을 걸어 다른 사람이 편집하지 못하게 하면 충돌이 일어
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래서 개발자는
락과 상관없이 자신의 로컬 장비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나중에 락이 해제된 후에 다시 수동
으로 머지해서 커밋하려고 한다.
버전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는 락 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으로
차이를 확인해서 머지하거나 충돌을 검출하는 등의 기능이 없다. 있어도 기능 자체가 빈약
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동으로 머지할 때 다른 사람의 수정 내용을 지워버릴 수 있
다. 또한, 락 자체도 완전하지 않아서 락을 강제적으로 해제하고 덮어쓰기 가능한 경우도
있다.
언젠가 필자가 락 모델에 익숙한 개발자에게 Subversion을 사용하게 한 적이 있었다. 이
개발자는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싫어한 나머지, svn update 주c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에 사
용하고 있는 폴더와는 다른 폴더에 매번 소스 코드를 체크아웃해서 거기에 자신이 편집한
코드를 덮어쓰기로 커밋하는 기괴한 운용을 하고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운용하다 보면 충돌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다른 사람의 수정을 번번이
덮어쓰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실제 이 현장에서는 버그나 디그레이드가 너무 많아 시쳇
더미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게다가, 해당 개발자는 꽤 경력이 오래된 엔지니어로 사태
가 더 복잡해졌던 기억이 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에 아직도 락 모델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나, 머지 모델
을 사용하고 있어도 위와 같이 잘못된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은 주변 사람에게 이
칼럼에 있는 내용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
참고로,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 같은 바이너리 파일을 관리하는 경우는 소
스 코드 같은 텍스트 파일과 달리 깨끗하게 머지되지 않기 때문에 락 모델이 효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중요한 배포용 패키지를 만들고 싶은데 작업에 몇 시간 이상 걸리는 경
우는 일부러 락을 걸어서 다른 멤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요즘에는 머지 모
델이 주류이지만, 대부분의 버전 관리 시스템은 락 모델도 함께 지원한다.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락 모델과 머지 모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c   리포지토리에서 최신 소스를 가지고 와서 수동으로 머지하는 명령어다. Git은 git pull origin

master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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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시점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과거 변경 이력을 기록하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경
우, 예를 들어 디그레이드가 발생했거나 기능을 추가했지만 필요 없어진 경우에 과
거 임의의 시점(리비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
버전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는 리비전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파일(File) 기반과 체인지셋(Changeset) 기반이다.
예를 들어, CVS는 파일 기반으로 리비전을 관리한다. 파일 하나하나에 별도 리비
전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한다. 이에 반해 Subversion(Git 포함)은 체인지셋 기반이
다. 체인지셋이란, 복수의 파일에 걸쳐 있는 변경을 논리적으로 하나로 간주할 때의
단위다. 체인지셋 기반은 이 단위로 리비전 번호를 부여한다. 파일 기반은 과거 특정
시점의 리비전을 취득할 때 파일 A는 리비전 1.1, 파일 B는 1.9, 파일 C는 2.3처럼
흩어져 있는 버전 중에서 맞는 번호를 선택해서 모아 주어야 한다. 이에 반해 체인
지셋은 하나의 묶음으로 변경을 관리하므로 과거 특정 시점의 리비전을 취득하는 경
우, 해당 리비전 번호만 알고 있으면 프로젝트 전체의 정합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취
득이 가능하다.
이처럼 리비전 관리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는 것은 버전 관리 시스템의 큰 이점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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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파일 기반과 체인지셋 기반

리비전 관리 방식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파일 기반과 체인지셋 기반 두 가지가 존재
한다.
VSS(Visual Source Safe)처럼 오래된 상용 제품이나 OSS의 CVS처럼 오래된 도구는 파
일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다.
VSS나 CVS에 너무 익숙해져서 Subversion 이후의 도구를 모르는 사람은 버전 관리를
파일 기반으로 여기고 커밋을 파일 단위로 하나하나씩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
면 VSS나 CVS는 파일 기반으로 리비전을 관리하고 있어서 파일을 하나씩 커밋하든 파일
을 모아서 커밋하든 결과가 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VSS나 CVS는 파일을 하나씩 별도로
커밋하는 것이 직감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Subversion 이후의 버전 관리 시스템은 체인지셋 단위로 리비전을 관리한다. 이
때문에 파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커밋하면, 체인지셋이 나누어져 원래 어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수정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버전 관리 시스템이 체인지셋을 관리할 수 있
게 진화하면서 리비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의미가 같은 것은 하나
의 체인지셋이 되도록 모아서 커밋해야 한다.
오래된 현장에서 계속 VSS나 CVS 같은 도구를 사용해 와서 다른 도구를 모르는 사람이
팀에 있다면, 이런 내용을 알려줘서 버전 관리 시스템 사용법을 다시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복수의 파생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서 특정 시점의 상태 데이터를 저
장할 수 있다
버전 관리 시스템에는 브랜치 관리와 태그 관리라는 기능이 있다.
2장의 케이스 스터디 중에서 신기능 개발과 배포 완료 버전의 버그 수정을 효율적
으로 전환할 수 없는 예 6가 있었다. 브랜치 관리를 적절히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브랜치 관리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기능 개발 브랜치와 배포 완료 브랜치를 나눌 수 있다.

6 15페이지를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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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세세한 기능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론 나누어진
브랜치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록 마
음껏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브랜치 전환이나 머지 속도, 정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Git이 브랜치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
태그 관리는 리비전 번호와 별도로 파일이나 체인지셋에 임의의 이름을 붙일(태그
부여) 수 있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과거 특정 시점의 스냅샷을 관리할 수 있다.

알파 버전, 베타 버전, 배포 버전같이 이미지에 태그를 부여하거나 버전 0.1, 0.2
등 외부 공개용 제품 버전별로 7 태그를 부여하는 등 프로젝트 단계별로 태그를 부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능도 버전 관리 시스템에 따라 상세 사양이나 처리 방식
이 조금씩 다르지만 방식은 같다.

7 버전 관리 시스템 내의 번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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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I(지속적 통합)
5.2 빌드 도구 사용법
5.3 테스트 코드 작성법
5.4 Jenkins를 사용한 CI 작성법
5.5 CI 운용
5.6 정리 - C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5.1

CI(지속적 통합)

CI(지속적 통합)란?
팀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은 무엇일까? 코딩 등의 개발 작업일까? 아니면
테스트 작업일까? 물론, 코딩도 테스트도 팀 개발의 기본이자 중요한 작업이다. 하
지만 여러 사람이 개발이나 테스트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이다.

●●통합
각자가 작업한 성과물을 한곳에 모아 통합하고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형태가 되어
야 각자의 개발 작업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더불어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고 최종적
인 제품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통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빌드와 테스트를 실시하는 프로세스를 일컫
는다.
• 모든 소스 코드를 한곳에 모은다
• 의존 라이브러리 등에 경로가 연결된다
• 필요한 경우에 컴파일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데이터 로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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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미들웨어를 설정하거나 가동한다
•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등을 실시한다

●●통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CI
이들 통합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즉 상시 실시하는 것을 CI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 통합) 1라고 한다. 원래 CI는 애자일 개발 방법의 하나로, 익스트

림 프로그래밍(eXtreme Programming, 이하 XP) 방법론으로 고안된 것이다. CI는 가
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고품질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애자
일 개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핵심 방법론이다.
종래의 폭포수(Waterfall) 개발 2에서는 개발 작업이 모두 끝나고 테스트 단계에 들
어가서야 통합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통합했더니 라이브러리가 누락되거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지 않거나,
컴파일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통합은 실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코드 양
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여러 명이 작업한 것을 통합하는 것은 꽤 번거로운 작업이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해
서든 뒤로 미루기 쉽지만, 이 작업을 거치고 나서야 처음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동
작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상한 오류는 없
는지 등을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러니 뒤로 미루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통합 작업을 미루지 말고 개발 중에라도 실시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복잡성을 제
거하자는 것이 CI의 생각 방식이다.

 이
 상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통합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모두 자동화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자동화 실현을
1
위해선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반드시 모든 것을 자동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CI에만 국한되는 것
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론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도입에 드는 시간이 반비례하므로 프로젝트에서 우선시되
는 부분부터 자동화해 가는 것이 좋다.
 시
 스템 개발 흐름을 분석, 설계, 실시, 테스트, 운용 등의 단계로 나누어 순서에 따라 이들 작업을 진행하
2
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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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애자일화한다
●●폭포수 개발의 개발 단계
종래의 폭포수 개발은 요건 정의 후에 설계 및 개발하고 그것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순으로 실행한다(그림 5.1).

30일～반년
사용자 테스트

요건

설계

통합 테스트

개발

단위 테스트

그림 5.1 폭포수 개발의 개발 단계

개발 기간이 3개월인 상황에서 개발이 모두 끝날 때까지 단위 테스트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여러 명이 3개월간 짠 소스 코드를 단위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서 처음으
로 전체 빌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후에 통합 테스트와 사용자 테스트
도 거쳐야 한다.
요건 정의가 정해진 후에는 실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검증하기까지 매우 긴 시간
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을 그림 5.1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프로젝트 종반에 모
든 것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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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수 개발에서는 각 단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론상으로는 앞 단계로 진행한 후 뒤로 돌아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동작하는 시스템을 보고서 처음 알게 되는 문제가 많다. 이 때문
에 폭포수 개발을 채택한 많은 프로젝트가 종반에 가서 요건 및 개발, 테스트를 모두
재작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애자일 개발의 개발 단계
반면, 스크럼으로 대표되는 애자일 개발에서는 반대로 접근한다. 스플린트(splint)
라는 짧은 주기로 설계 및 개발과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를 여러
번 실시한다(그림 5.2). 스플린트 기간은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1개월 정
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리뷰

개발

2주간

리뷰

개발

2주간

리뷰

개발

2주간

그림 5.2 애자일 개발의 개발 단계

스크럼에서는 스플린트별로 성과물을 내고 스플린트 리뷰라는 프로세스로 성과물
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것을 피드백해서 다음 스플린트 작업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
해서 서비스를 배포한다 3. 이것은 폭포수 개발에서 요건 정의와 사용자 테스트를 2

 추
 가하자면, 서비스 배포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서비스 배포 후에도 스플린트를 계속해서 개선하
3
고 리뷰를 반복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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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 스플린트로 단축해서 실시하는 형태다 4. 이를 통해 요건과의 차이를 가능한
빨리 파악해서 조정하는 회수를 늘려 나가자는 방식이다.
CI는 애자일 개발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다. 스플린트 성과물이란,
보통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며, ‘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 2주라는 짧은 기간에 동작하는 것을 만들려
면 통합에 시간을 들여서는 맞출 수 없다. 또한, 스플린트 후반에 처음으로 통합해서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개발, 통합, 테스트를 매일 실시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CI라는 접근법, 바꿔 말하면 빌드와 테스트 자동화 접근법이 중요해지는 것
이다.
또한, 통합 자동화라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도 CI는 중요하다. 스크럼에서는
스플린트별로 리뷰를 하고 피드백 주기를 짧게 많이 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CI
를 실현하면 프로그램밍 작업과 자동 테스트 주기가 짧아지고, 또한 빨라진다. 자동
테스트의 결과란,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전부다.
즉, 그림 5.3처럼 피드백 전체는 스플린트라는 짧은 피드백 주기의 반복으로 구성
되어 있고, 스플린트는 다시 CI라는 피드백 주기가 무수히 반복되도록 구성되어 있
다. 이와 같이 짧고 빠른 피드백 주기를 운용함으로써 빠른 속도와 높은 품질을 양
립시킬 수 있는 것이 애자일 개발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탱하는 것이 CI라는 방법론
이다.

4 물
 론, 2주 안에 모든 요건을 구현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요건에 우선순위를 두어 견적과 계획을 만들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스플린트에 투입하는 형태가 된다. 스플린트 리뷰 때마다 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변화도 함께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변경해 가는 것이 애자일 개발이다. 이렇게 견적과 계
획을 세우는 부분이 애자일 개발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재미있는 부분이지만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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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린트

스플린트
리뷰

개발

리뷰

스플린트
개발

리뷰

개발

2주간

2주간

2주간

CI

CI

CI

테스트

커밋

1일~커밋할 때마다

테스트

커밋

1일~커밋할 때마다

테스트

커밋

1일~커밋할 때마다

그림 5.3 스플린트와 CI 반복

왜 CI 같은 방법론이 요구되는 걸까?
그러면 왜 CI 또는 애자일 개발이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다
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비용 면에서의 이점
• 시장 변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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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면에서의 이점
일반적으로 버그 한 건당 수정 비용은 해당 버그가 발생한 순간부터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 예를 들어, 지금 막 작성한 소스 코드를 사용해서 바로 그 장소에서
테스트해서 발견한 버그라면 수정이 매우 쉽다. 반면, 테스트하지 않고 코드만을 커
밋하고 3일 후에야 버그를 발견했다면 어떨까? 2주 후나 1개월 후라면 어떨까? 그
기간 정도가 되면 자기가 작성한 코드도 기억이 가물가물 해지고, 자신 말고 다른 멤
버의 코드도 커밋되어 있어서 버그 수정이 어려워진다. 만약 이것이 3개월 후나 반년
후가 된다면 이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을 것이다.
빌드와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CI를 실시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CI를 실시함으로써 커밋 후 바로 버그 발생을 알 수 있어서 버그 수정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이와 같이 CI 실시는 비용 면에서 큰 이점을 가져다 준다.
또한, 지금 말한 비용은 주로 버그 수정에 따른 경제적인 의미의 비용이지만, 다른
비용도 고려할 수 있다. 그것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다.
소스 코드를 정결하고 읽기 쉽게,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쉽게 유지하는
것은 제품의 장기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기능 추가 속도가 향상되는
데 따른 경제적 이점뿐 아니라, 운용이나 기능 추가를 담당하는 개발자의 정신 건강
을 지켜서 개발 생산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시장 변화 속도
현대 시장의 변화 속도는 눈부실 정도다. 특히 웹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은 하나의 제품 개발에 1년, 2년이 걸려서는 의미가 없다. 그 사이에 유행이나 경
향이 바뀌어서 만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웹 사이트가 아닌 회계 시스템 같은 업무 시스템도 빠른 법 개정 등으로 외적 환경이
변할 수 있다.
매번 폭포수 개발 과정을 처음부터 실시하고 있다면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
다. 그렇다고 CI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배포 날짜를 당겨서 납기를 단축하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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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많은 오류로 인한 디그레이드가 빈번히 발생해 품질을 저하시킬 뿐이다. 이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
시장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독성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측면을 초
기 단계부터 희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품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장 출시가 늦어질수록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는 고생해서 출시한 제품
이 고객에게 전달되지도 못하고 제품 개발에 든 비용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

●●속도와 품질 둘 다 확보하려면
시장 변화에 대응해서 속도를 높이면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여기서 CI라는 방법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해 API 수준의 동작만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테스트를 작성해
서 CI를 실시하고, 코드 내용은 동작하는 수준까지만 해 두고 시장 출시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코드 가독성이 나쁘고 유지관리 효율도 나빠서 기능 추
가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어쨌든 사용자에게 동작하는 것을 통한 가치 제공이 가능
한 수준이다.
이후 무사히 제품 사용이 가능해지면 앞 단계에서 희생했던 가독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코드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기능 추가가 필요한 것을 고려
한 대응이다. 즉, 초기 속도를 중시해서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나중에 코드 리팩토링을 통해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CI로, CI는 이와 같은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시장 속도에 대응하면서 유지관
리 효율성과 개발자의 정신 건강을 높여서 비용 절감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비용적 이점과 시장 속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CI라는 방법론이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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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에 필요한 것
‘용어에 대한 의미를 알았으니 이제 CI를 시작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라는 분들을 위해 CI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것을 설명하겠다. CI
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버전 관리 시스템
• 빌드 도구
• 테스트 코드
• CI 도구

●●버전 관리 시스템
CI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3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애플
리케이션 구축에 필요한 리소스를 모두 버전 관리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스 코드, 의존 관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정 파일 등이다.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누구나 최신 리소스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빌드 도구
마찬가지로 빌드 도구도 매우 중요하다. 빌드 도구란, make처럼 빌드 정의를 작성해
두면 명령어 하나로 소스 코드 컴파일, 데이터베이스 구축, 테스트까지 실행 후 동작 가
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빌드 도구에는 표 5.1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물론, 기존 도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쉘 스크립트나 자신이 익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개별 빌드 스크립트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다. 대부분은 표 5.1에 있는 빌드 도구를 사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이
다. 또한,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도 프레임워크 자체에 빌드 도구
가 내장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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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누구나 명령어 실행만으로 빌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구조다.
표 5.1 주요 빌드 도구

빌드 도구

설명

make

고전적인 빌드 도구. Makefile이라는 설정 파일을 기반으로 빌드하는 도구. 유
닉스 계열 소프트웨어 빌드에 주로 사용되며, 서버 구축 엔지니어라면 아마 매
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SCons

파이썬으로 개발된 도구. SConstruct라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설정 파일을 사용
해서 빌드한다. 다양한 언어의 빌드에 대응하고 OSS 세계에서는 꽤 유명하다.
V8 주a 빌드에 사용되고 있다.

Ant

자바로 개발된 도구로, build.xml이라는 XML 설정 파일에 빌드 순서를 정의해
서 사용한다. Maven과 비교해 빌드 순서를 일일이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반대로 세세한 설정이 가능해서 유연성이 높다. 자바 세계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Maven

자바로 개발된 프로젝트 관리 도구. pom.xml이라는 파일을 사용해서 빌드를 정
의한다. Maven은 CoC(Convention over Configuration, 설정보다 규칙) 방식
에 맞추어 만들어진 도구로, Maven 규칙만 따르면 매우 적은 기술량으로 빌드
정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Ant와 비교하면 유연성이 떨어진다. Maven은 프로젝
트 관리 도구라서 빌드 외에도 프로젝트 사이트 생성이나 테스트 실행, 배포 등
다양한 것이 가능하다.

Gradle

Gradle은 최근 자바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빌드 도구다. 자바가 아
닌 Groovy라는 JVM(Java Virtual Machine)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 언어로 만
들어졌다. 설정도 Groovy로 작성할 수 있어서 XML보다 가독성이나 자유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의존 관계 관리도 Gradle만으로 가능하다 주b. Ant는
너무 복잡하고, Maven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Gradle이 모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Rake

루비로 개발된 빌드 도구. Rakefile이라는 루비로 작성된 설정 파일을 사용한다.
Ruby on Rails 보급과 Capistrano 주c로 대표되는 서버 구축 자동화 도구 보급
에 따라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주a  구글이 만든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다.
주b  실제로 내부에 Ivy를 내장하고 있어서 의존 관계를 관리해 준다.
주c  Chef도 Capistrano도 루비로 개발된 도구로, 루비로 빌드를 정의할 수 있는 Rake와 궁합이 좋아서 Chef

나 Capistrano 태스크를 Rake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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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코드
CI에서 빌드라는 작업은 단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테스
트를 실행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스
트를 통해 디그레이드를 방지할 수 있고, 기능 추가나 리팩토링이 가능해져서 개발
속도 향상과 품질 향상으로 연결된다. 테스트 실행용 프레임워크에 관해선 뒤에서
설명한다.

●●CI 도구
당연히 CI 실행을 위한 도구도 필요하다. CI 도구란, 버전 관리 시스템과 테스트
코드, 빌드 도구를 조합해서 지속적 통합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다. 자동 빌드, 자동
테스트만 필요하다면 CI 도구가 없어도 되지만, CI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자동 빌드
를 어느 시점에 실행할지, 실행 결과를 어떻게 보고할지, 빌드 결과와 버전 관리 시
스템, 티켓 관리 시스템 간 추적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테스트 코드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테스트 코드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테스트 주도 개발(TDD) 계열 프레임워크
• 행동 주도 개발(BDD) 계열 프레임워크

●●테스트 주도 개발(TDD) 계열 프레임워크
테스트 주도 개발(Test Driven Development, 이하 TDD)을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다. TDD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사양 확인을 위한 테스트 코드
를 먼저 작성해서(테스트 우선) 테스트 코드를 만족하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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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이다. 이것도 XP 방법론의 하나다. 대표적인 것으로 자바 계열의 JUnit 5
이나 TestNG 6 등이 있다. 또한, 각 언어마다 xUnit 계열 프레임워크도 많이 존재
한다.
예를 들어, JUnit은 Sample 클래스의 getName() 메소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테
스트 코드를 기술할 수 있다.
public class SampleTest {
@Test
public final void testSamplegetNameIsTakafumi() {
Sample sample = new Sample();
assertThat(sample.getName(), is(“Takafumi”));
}
}

이런 xUnit 계열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테스트 대상 클래스와 메소드가 바르게 동
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코드를 기술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테스트
코드에 맞추어 클래스 API를 설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징은 다음에 설명
할 행동 주도 개발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행동 주도 개발(BDD) 계열 프레임워크
테스트 주도 개발이 발전한 형태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것이 행동 주도 개발
(Behavior Driven Development, 이하 BDD)이다. BDD는 TDD와 마찬가지로 테스

트 코드를 먼저 작성한다.
TDD와 다른 점은 TDD가 프로그램 API를 대상으로 테스트 코드를 기술하는 반
면, BDD는 요건 정의서에 가까운 테스트를 기술한다. 명칭이 나타내듯, 프로그램
동작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양서를 만든 후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이라서 TDD가 테스트 우선인 것과 대조적으로 BDD에서는 사양 우선이다.

 http://junit.org
5
 http://testng.org
6

181

Chapter 5 CI(지속적 통합)

BDD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는 루비의 RSpec 7, Cucumber 8, 자바스크립트의
Jasmine 9, 스칼라의 Specs2 10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 언어마다 xSpec 계열 프레
임워크가 존재한다. 또한, Cucumber(큐컴버)는 루비 외에도 각 언어용 도구가 공식
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Cucumber의 자바용 도구인 Cucumber-jvm은 사양을 sample.
feature라고 하는 파일에 자연 언어로 기술한다. 아래는 이에 대한 예제다.
#language: ko
피처: Sample 기능
시나리오: Sample 클래스의 Name 속성 확인
전제: Sample 클래스를 new
결과: getName은 “Takafumi”일 것
빈 테스트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mport org.junit.runner.RunWith;
import cucumber.junit.Cucumber;
@RunWith(Cucumber.class)
@Cucumber.Options(format={“pretty”})
public class SampleTest {
}

정의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일반 JUnit처럼 실행하면 된다. 그러면 표준 출력으
로 다음과 같은 코드가 출력된다.

7 http://rspec.info
 http://cukes.info
8
9 http://jasmine.github.io
10 http://specs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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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implement missing steps with the snippets below:
@전제(“^: Sample클래스를new$”)
public void _Sample클래스를new() throws Throwable {
// Express the Regexp above with the code you wish you had
throw new PendingException();
}
@이면(“^: getName은\”([^\”]*)\”이어야 한다$”)
public void _getName은_이어야 한다(String arg_name) throws Throwable {
// Express the Regexp above with the code you wish you had
throw new PendingException();
}

이것은 자연 언어로 기술한 sample.feature에 대응하는 테스트 코드다. 이 테스
트 코드 양식을 앞에 있는 빈 테스트 클래스에 복사해서 테스트 코드를 구현하는 방
식이다. 샘플로 다음과 같이 구현해 보았다.
public class SampleTest{
Sample sample;
@전제(“^: Sample클래스를new$”)
public void _Sample클래스를new() throws Throwable {
sample = new Sample();
}

}

@이면(“^: getName은\”([^\”]*)\”이어야 한다べき$”)
public void _getName은_이어야 한다(String arg_name) throws Throwable {
assertThat(sample.getName(), is(arg_name));
}

이후로는 sample.feature에 자연 언어로 사양을 추가하기만 하면 테스트가 실행
된다. sample.feature에 추가한 사양이 테스트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으면, 앞에서
본 것처럼 코드가 표준 출력돼서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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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연 언어로 작성한 사양(행동 정의)을 기반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Cucumber 방식이다. 여기서 다룬 것은 기술적으로는 JUnit과 차이가 거의 없
다. 테스트 작성법이나 실행 방법이 다를 뿐이다. 재미있는 것은 Cucumber를 사용
하는 담당자가 자연 언어로 요구사항을 정의하게 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번에는 Sample 클래스의 단위 테스트를 Cucumber로 작성해 보았지
만, 원래 Cucumber는 행동을 정의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복수의 클래스를 결합해
서 테스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통합 테스트와 사용자 테스트가 주요 수비 범위
인 것이다. 여기서는 TDD 프레임워크와 BDD 프레임워크를 비교하기 위해 일부러
같은 단위 테스트를 적용해 보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양을 자연 언어에 가까운 DSL(Domain Specific Language) 1 1
을 사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BDD의 특징이다. 자연 언어에 가까운 DSL을 사
용해서 요건 정의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그대로 테스트에 사용하는 것이다. BDD에
서는 요건 정의자나 고객 등 스테이크홀더에 가까운 입장에 있는 사람이 사양을 작
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TDD 프레임워크가 API 설계를 필요로 하는 것
과는 대조적이다.

주요 CI 도구
다양한 CI 도구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아래 두 가지다.
• Jenkins 12
• Travis CI 13

11 자바나 루비 같은 범용 언어와 달리 특정 영역의 문제 해결에 특화된 언어다. 도메인 특정 언어라고도 한다.
12 http://jenkins-ci.org
13 http://travis-ci.org

184

5.1 CI(지속적 통합)

●●Jenkins
원래 Hudson(허드슨) 1 4이라는 명칭이었던 Jenkins(젠킨스)는 지금은 CI 도구의
대표 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Jenkins가
사용되고 있다(그림 5.4).

그림 5.4 Jenkins

Jenkins 이전에도 Continuum이나 Cruise Control 등이 있었지만 거의 존재감
이 없다. Jenkins가 표준이 된 것은 그만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설치도 매우 간단하다. Jenkins에 대해선 5.4절에서 설명한다.

 래는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Hudson이라는 이름으로 OSS에 공개했었지만, 오라클이 썬 마이크로시
14 원
스템즈를 인수함에 따라 상표 문제로 발전했고, 2010년에 커뮤니티가 Hudson을 포크(소스 코드를 복사
해서 다른 프로젝트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해 Jenkins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참고로, Hudson의 커미터
대부분이 Jenkins 프로젝트로 이적해서 오라클이 Hudson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2012년 말에 오라클에서 이클립스(Eclipse) 재단으로 옮겨갔다. 이후 Hudson 프로젝트에 커미터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Jenkins가 활발한 프로젝트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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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is CI
범용 CI 도구로 현재 Jenkins가 독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최근 이용이 늘기 시작
한 도구가 Travis CI다(그림 5.5). Travis CI는 GitHub가 GitHub용 CI 도구로 제
공하고 있는 도구다. GitHub 프로젝트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지만,
설정이 간단해서 5분만에 CI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림 5.5 Travis CI

기능이 많지는 않지만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라면 이 도구로 충분하다. 또한,
GitHub와 긴밀하게 연계돼서 GitHub 프로젝트의 최신 빌드 상태를 시각적으로 간
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5.6).

그림 5.6 빌드 상태를 아이콘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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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l Request를 머지(merge)하기 전에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다 15. Pull Request를 머지한 후 빌드가 망가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어서 팀 개
발에 효율적으로 기여한다. 이전에는 Public 리포지토리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2013년부터는 Private 리포지토리에도 대응하고 있어서 GitHub를 사용하고 있다
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도구다.

 고로,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동일 기능을 Jenkins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5.4절에서 설명한
15 참
다. Travis CI에서는 기본 설정으로 Pull Request의 CI가 가능해서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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