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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의 대형화와 개발 단계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개발 프로세스 품질의 관

리가 어렵다. 이를 위해, 가시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 및 적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

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자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이 미비하다. 또한 전문인력 부족과 시

간 소모가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소스 기반 프로젝트 일정관리, 이슈관리, 지속적 통합, 자

동 빌드 등 구축의 자동화 개선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쉬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으로 프로젝트 

개발 시 내재화가 가능하다. 이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프로세스의 고품질화가 기대된다. 

 

1. 서  론 

 

오늘날 소프트웨어가 대형화되면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팅 전단계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슈 발생 시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가시화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과 적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문제로 쉽지 않다.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 자동화를 

제안하였다[1,2].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구축 

자동화에 Bitnami에서 제공하는 Redmine과 Jenkins를 

활용하였다. 이는 개별적으로 구축하기에는 좋은 

방안이지만, Redmine이나 Jenkins 대신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을 때 Plug&Play가 불가능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 자동화를 

개선하여 Redmine, Jenkins, Apache, Tomcat, MySQL 

등의 오픈소스들을 체인화하고, 필요 시 다른 도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Plug&Play가 가능한 구축 

자동화를 구현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는 30분 내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해 프로젝트 기간 내 소모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줄어든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고품질화와 프로세스 고품질화를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 연구에 

대해 언급하고, 3장에서 활용된 오픈소스 도구들과 

개선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 자동화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4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그림 1) 기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 자동화 구조 

 

그림 1는 기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 자동화 

구조도이다. Redmine, Jenkins, SVN, PMD, Zoom 

In/Out, PAL이 자동 구축되었다[2,3]. 기존에는 

Bitnami를 이용하여, 설치 단계가 짧다. 하지만 

Redmine 내에 MySQL과 Apache, php가 모두 

연결되어있어, 모든 DB와 파일들은 MySQ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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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에 있다. 또한 Jenkins 내에 Apache Tomcat이 

있어 Apache 서버가 따로 운영되고, 결과적으로 

Jenkins가 없으면 jsp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즉, 

Plug&Play가 불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했다. 

 

3. 개선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 자동화 

 

 <표 1> 구축 자동화에 활용된 오픈소스 도구들 

 

표 1은 개선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 자동화에 

활용된 도구들과 그 역할들을 나타낸 것이다. Redmine 

설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Ruby, Devkit 설치가 

필요하다. Jenkins 설치를 위해서는 Tomcat과 Java 

해석을 위한 JDK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Apache 서버와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고, Redmine, Jenkins, phpMyAdmin, 

VisualSVN이 Plug&Play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구축을 위해서는 Apache 내에 php연동, Tomcat 연동, 

phpMyAdmin 연동이 필요하고, Redmine과 Jenkins를 

주소창에서 port 입력없이 ‘~/redmine 또는 ~/jenkins’ 

형태로 연결하기 위해 VirtualHosts 설정을 해야한다. 

Bitnami Redmine이 아닌 본래의 Redmine 설치를 

위해서는 Ruby와 Devkit 설치와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Gem, rails 명령어 입력을 해주어야한다. 개선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 자동화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특별한 조치 없이 Next 클릭만으로 30분 내에 자동 

 

 (그림 2) Apache 내 http.conf에 추가한 소스코드 

설치된다.  

그림 2는 Apache 내 http.conf 파일에 추가한 

소스코드 일부이다. 윗부분은 Apache와 php 연동을 

위한 소스코드이며, 아랫부분은 Apache와 Tomcat을 

연동하는 소스코드로, mod_jk.so 파일이 필요하다. 이때, 

mod_jk.so 파일은 버전 호환이 되지 않으면 Apache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는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가시화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단계의 고품질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 및 적용이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Redmine과 Jenkins는 구글링만으로 

충분히 설치 가능하지만, 각 오픈소스 도구 간 버전 

호환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가 수반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개선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구축 

자동화를 활용하면 이러한 과정들을 버튼 클릭만으로 

30분 이내에 구축 가능하고, 필요 시 Plug&Play도 

가능하다.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에서 소모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제품과 프로세스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LDAP을 이용한 계정 통합관리와 

통합 DB 구축을 통한 클로즈드 아키텍처 기반 추적성 

적용을 연구할 예정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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