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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목표
본 문서는 형상관리와 이슈관리를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서버는 윈도우 환경으로 가정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만 사
용할 것이기 때문이 굳이 유닉스/리눅스 서버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SW 형상관리(SCM)와 이슈 트래커(Issue Tracker) 툴 선정과 이유
SW형상관리
Subversion - CVS의 개량 버전이며 사실상의 업계표준(De facto Standard).
비교 대상 : CVS
이슈 트래커
Trac – 무료.심플한 인터페이스와 사용하기 쉬운 환경 제공. Subversion 과의 통합. Wiki 문서 작성 제공.
비교대상: Mantis, Bugzilla, JIRA(상용이라 고려시점 초반에 제외됨)

SW 형상관리(Subversion) 설정

1. Subversion 소개
SW개발에서

중요자산인

소스(Source)의

변경과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SW형상관리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CM) 라고 부른다. Subversion은 SCM을 지원해 주는 Tool의 일종으로 CVS
를 개선/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픈소스 제품으로, SCM 분야에서 사실상의 업계 표준 툴이 되었다.
프로젝트에서 소스 관리를 위해 CVS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Subversion을 쓸 것인가 라는 질문은 무의미 하
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ubversion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2. Subversion 서버 설치
A.

VisualSVN 내려받기

http://www.visualsvn.com/visualsvn/server/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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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하는 폴더로 설치(install) – 본 문서에서는 d:\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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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경로로 VisualSVN Server 와 Repository 경로 설정. https 사용여부. 인증방식,server Port 를
정한다.
항목

본 예제에서의 설정값

VisualSVN Server

D:\VisualSVN Server

Repository 경로

D:\Repositories

https 사용여부 결정

Uncheck

Server Port

81

Authentication

Use Sub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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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완료 화면

C.

기동된 서버 매니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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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저장소(Repository)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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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게 경우에 따라서는 trunk, branches, tags 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급적 만들어서 각
폴더의 의미를 간략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trunk: Main Stream Source
branches: 특정한 이슈에 의해 갈라져 나온 버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trunk 와 병합필요
tags: 소스의 특정 시점을 긋고자 할 때 사용함 (ex. OpenBeta1, 1.0 Stable Release 등등)

E.

필요한 유저 계정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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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경우에 따라 그룹을 생성해서 그룹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3. 이클립스와 Subversion 서버 연결하기
A.

Eclipse 용 Subversion plugin (subclipse) 설치
http://subclipse.tigris.org/ 접속하여 eclipse update site 주소 확인

이클립스 플러그인 사이트 주소 http://subclipse.tigris.org/update_1.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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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lipse 선정이유 중 하나인 revision graph 기능>
B.

이클립스 기동

C.

메뉴에서 Help Æ Sofware Updates… 선택

D. Available Software 탭을 누른 후 Add Site 선택 Æ location 에 위에서 찾은 subclipse 의 update
site 주소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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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인스톨 할 항목을 선택한 다음 install 을 눌러 끝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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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항목 선택 화면. 참고로 SVNKit Adapter 는 Subversion 자체를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이다>
F.

이클립스의 SVN Repository Perspective 를 선택한다.

G.

SVN Repositories View 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클릭 Æ New Æ Repository Location 선택

H. Subversion 서버 저장소 URL 을 입력한다. (trunk 를 붙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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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소(Repository)로 기반 소스 체크인 하기
A.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 버튼 Æ Team Æ Share Project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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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일이 없으면 프로젝트 이름을 그대로 폴더 이름으로 사용한다.

SVN repository 의 위치가 등록된 화면
B.

개발 소스 최초 check-in 작업

<현재는 소스가 under control 상태가 아니라서 ? 표시가 붙는다>
Java Perspective 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 버튼 Æ Team Æcommit
15 페이지

개발 실습 환경 SETUP GUIDE

소스 컨트롤로 관리할 파일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웹 컨테이너가 클래스 파일들을 생성할 폴더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서 제외한다
C.

제외 파일이나 폴더를 Subversion 으로 관리하지 않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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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or View 를 선택해서 여전히 ‘?’로 남아있는 폴더나 파일을 선택해서 Team Æ Add to
svn:ignore 를 선택해서 commit (check-in) 시에 매번 확인하지 않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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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commit 을 수행해서 관리하지 않을 콘텐트들을 저장한다.

이슈 트래커 (Trac) 설정

1. Trac 소개
Trac은 이슈의 관리와 할당/추적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제품이다. 기존의 툴들(버그질라, 맨티스)이 버그 추적
(Bug Tracking)에 중점을 두었었다면, Trac 은 업무(task or issue)와 버그를 통합한 형태로 관리한다. 한가지
독특한 점은 trac에서는 버그나 이슈를 티켓(Ticket)이라는 형태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글에서
동음 반복문이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처럼 issue the issue 라는 표현을 재치있게 issue the ticket(티켓을 발
행)이라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2. Trac 설치하기
A.

목표 환경 설명
Trac Install Home

D:\VisualSVN Server\trac

OOAD 프로젝트용

D:\Trac\OOAD

Trac Projec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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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isualSVN 용 Trac 을 다운로드 한다.
http://www.visualsvn.com/server/trac/

C.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VisualSVN 이 설치된 폴더 아래에 푼다.

앞으로는 D:\VisualSVN Server\trac 을 Trac Install Home 이라고 칭한다.
D. Trac Project Home 폴더를 Trac 이라는 이름으로 원하는 위치에 만든다. (본 예제에서는 D:\Trac
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한다.)

19 페이지

개발 실습 환경 SETUP GUIDE

B 와 C 작업을 한 후의 모습

3. Trac Project Home 밑에 SVN 과 연동된 Trac 프로젝트 만들기

A.

트랙 인스톨 홈 폴더(D:\VisualSVN Server\trac) 에서 trac-admin 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i.

trac-admin 커맨드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생성

문법> trac-admin Trac_Project_Home\프로젝트이름 initenv
예제> trac-admin D:\Trac\OOAD initenv
ii.

프로젝트 이름 설정

iii.

Db 는 내장 DB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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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Enter
iv.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기본값인 SVN (=Subversion) 을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그냥 Enter
v.

Subversion 의 프로젝트 소스 저장소(Repository)위치를 지정한다.

VisualSVN Server 에서 정한 폴더 위치를 적는다.
vi.

정상적인 종료 메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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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마냥 축하할 일인가…??
B.

VisualSVN Server 내장 아파치 서버에서 Trac URI 인식하게 만들기
i.

D:\VisualSVN Server\httpd-wrapper.bat 파일을 열어서 맨 윗줄에 “set
PYTHONHOME=%~dp0\Trac\python” 을 입력한다.

ii.

D:\VisualSVN Server\conf 아래에 있는 httpd-custom.conf 파일을 열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LoadModule python_module "trac/python/mod_python_so.pyd"
LoadModule authz_user_module bin/mod_authz_user.so
<Location /trac>
SetHandler mod_python
PythonInterpreter main_interpreter
PythonHandler trac.web.modpython_frontend
PythonOption TracEnvParentDir D:₩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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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Option TracUriRoot /trac
AuthName "Trac"
AuthType Basic
AuthBasicProvider file
AuthUserFile "D:/Repositories/htpasswd"
Require valid-user
</Location>
굵게 표시된 부분을 유의해서 경로를 맞춰준다. 단, VisualSVN 서버 인스톨 시점에 Subversion
Authentication 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는 좀 다르다. 이 때에는
http://www.visualsvn.com/server/trac/ 여기를 참조한다.
iii.

VisualSVN Server 를 사용해서 Subversion Server 를 재기동한 후 웹 브라우저로 접속해 본다.
URL 예> http://127.0.0.1:81/trac/

위에서 만든 계정과 password 를 입력한다.

원한다면 본 가이드의 3.A 단계를 여러 번 실행해서 복수개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가이드에서는 1 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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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

4. Trac 사용자 기본 환경 설정하기 (Trac Customizing)
본 설정에서는 Trac에서 자주 쓰이는 기본 설정위주로만 설명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Trac 메뉴의
help/guide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A.

프로젝트 로고 설정하기
i.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Trac Project Home 에 해당하는 D:\Trac\OOAD 의 하위 디렉터리인
htdocs 폴더에 넣어 준 다음 D:\Trac\OOAD\conf 폴더의 trac.ini 파일에서 header_logo
항목을 수정한다.

본 예제에서는 header_logo.png 라는 파일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위 설정에서 src 부분에 site 라고 치면 D:\Trac\OOAD\htdocs 폴더로 자동 인식한다.

ii.

재시작 없이 브라우저에서 [F5] 키를 눌러서 로고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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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로고가 정상적으로 보인다.

B.

시작 페이지 꾸미기
i.

Edit this page 를 선택한다.

ii.

Wiki 문법을 이용하거나 rich edit 버튼을 이용해 메시지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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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화면
C.

메뉴 이름 바꾸기
i.

Trac.ini 파일을 열어 [mainnav] 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메뉴.label = 새 메뉴이름” 형태로
저장한다.

wiki 메뉴의 이름은 Home 으로 바꾸고, tickets(View Tickets 메뉴)를 클릭하면 1 번 레포트가
자동으로 보여지게 만든다.
ii.

변경 전

메인메뉴 Wiki

iii.

변경 후

Wike Æ Home 으로 바뀌었다.
D. 기본 Report 메뉴 선택해서 보여주기
i.

trac.ini 파일을 열어 [mainnav] 라는 항목에 “메뉴.href = 경로” 형태로 내용을 추가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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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tickets 선택하면 1 번 report 를 보여주도록 설정
ii.

변경 전

View Tickets 는 Report 목록 보여주고 있다
iii.

변경 후

View Tickets 선택 시 자동으로 1 번 Report 가 보인다.
E.

첨부파일 사이즈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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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특정 링크(메뉴) 감추기
i.

Metanav 항목을 추가하여 disable 로 변경한다.

ii.

변경 전

iii.

변경 후

G.

기타 상세한 설정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란다. Trac 이 설치되었으므로 메뉴의 Help/Guide
를 선택해서 로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i.

참조 페이지: http://127.0.0.1:81/trac/ooad/wiki/TracInterfaceCustomization

5. Trac 사용자 관리자(Admin) 페이지 설정하기
A.

특정 계정에 관리자 권한 부여
i.

본 예제에서는 admin 유저가 관리자 라고 가정한다.

ii.

cmd 창을 열어서 trac-admin.bat 파일이 있는 trac install home 위치로 이동한다. (2.A 참조)

iii.

admin 계정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다.
trac-admin D:\Trac\OOAD permission add admin TRAC_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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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 권한 관련 참조는 help 를 이용하자
http://127.0.0.1:81/trac/ooad/wiki/TracAdmin

v.

B.

웹 브라우저에서 F5 를 누르면 새로운 메뉴가 보인다.

Admin 페이지를 이용한 trac 프로젝트 기본 값 설정
i.

Admin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설정할 수 있는 (비교적) 다양한 메뉴가 보인다.

ii.

Basic Settings 에는 프로젝트 기본 정보들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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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Logging 메뉴는 로그를 남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로그를 남기도록
만들자.

자세히 보면 D:\Trac\ooad\log 에 로그가 쌓인다고 설명되어 있다. 설정 후 Apply changes 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말자.
iv.

권한(Permissions) 항목은 주체(Subject)에 권한을 라벨(label)형태로 주거나 뺏을 수 있다.

주체와 라벨이라… MAC 모델인가? -,-;;

30 페이지

개발 실습 환경 SETUP GUIDE
v.

트랙은 플러그 인 형태로 확장을 지원한다. 이를테면 xml-rpc 플러그인을 통해서 eclipse
플러그인(Mylyn)과 연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으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C.

Admin 페이지를 이용한 trac 프로젝트 티켓 시스템(Ticket System) 설정
티켓 시스템(Ticket System) 설정은 이슈 관리를 운용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워크
플로우(work flow)와도 관계가 있으며, 프로젝트 상황에 맞는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업무 구성에 대한 규칙이 선행되어야 한다.
i.

이슈 관리 규칙 확인
본 예제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다고 가정한다. 가상의 시스템인 관계로 프로젝트 설정 값이나
이름 자체엔 너무 집착하진 않길 바란다.
항목

프로젝트 설정 값

설명

모듈 구성(Component)

구매 등록

모듈의 단위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사이즈를

입고 처리
배송 처리

결정한다. 이를테면 모듈을 유즈케이스 단위로
정할 것인지, 업무 파트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마일 스톤(Milestones)

0.9 베타 릴리즈
1.0 정식 릴리즈

일반적으로 SW 프로젝트는 메이저 버전(1.0, 2.0
등등)이 있고 각 버전의 정식 버전(Stable Ver.)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혹은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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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켜야 하는 마일스톤이 있다. 각종
방법론에서 이야기 하는 이터레이션(iteration)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흔히 말하는 alpha, beta, RC(release candidate),
RTM 등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두 단계만 사용하였다.
이슈 중요도(Priorities)

흔히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는 아래와 같다.

Critical

이슈는 항상 문제제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Major

아니므로, 결함과 기능, 두 가지 측면에서 볼

Minor

것을 권장한다. 전통적인 형태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blocker: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업무진행이
불가. Show Stopper 라고도 부른다.
critical: 금전관계나 무결성 훼손, 심각한 오류로
인한 고객 상실 야기의 수준. 제품의 핵심기능과
관련됨.
major: critical 을 제외한 설계상의 오류나 기능의
실패. SW 의 주요 업무 진행에 관련됨.
minor: 주 업무 진행에 관여되진 않았지만,
고객이나 사용자의 불만이 될 수 있는 오류. 혹은
사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추가 기능
trivial: 사소한 오타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류.
우선 순위가 상당히 낮은 기능 요구 사항

해결(Resolution)

수정 완료
재검토 요망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맞게 적절하게
선정한다. 참고로, 기타라는 항목은 자칫 독이 될
수 있으므로 만들지 여부를 신중히 고민하고,

기타

기타로 분류된 내용들의 케이스를 분류해서 향후
추가 카테고리를 만들 때 이용하는 수준으로
사용하길 권장한다.
참고로 전통적인 버그 트랙에서는 해결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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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으로 분류한다.
Fixed: 수정됨
Invalid: 데이터가 불충분함
Duplicate: 이미 보고된 문제임
Wontfix: 수정할 필요가 없음
WorksForMe: 재현 불가능
심각도(Severities)

설정하지 않음

심각도는 이슈 중요도(Priorities)와 상당부분
겹쳐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trac 에서도
기본값은 설정하지 않음이며, 이슈 등록할 때
아예 표시가 되지 않는다.
* 항목이 없으면 표시조차 되지 않는 건 trac
모든 항목메뉴들의 공통사항이다

티켓 종류(Ticket types)

티켓의 종류도 이슈 중요도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결함
모호한 표현

오류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크게 업무(task), 기능개선(enhancement),

기타

결함(Defect)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본 예에서는 trac 을 결함관리 위주로
사용하였기에 ‘결함, 모호한 표현, 기타’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버전(Versions)

설정하지 않음

출시된 제품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일스톤(milestone) 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출시된 버전(stable)과
마일스톤을 함께 사용해서 관리 할 수 있다.

ii.

모듈 구성(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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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담당자(owner)를 지정해 줄 수도 있다. 기본 선택 값을 ‘구매 등록’으로 선택하였다.
iii.

마일스톤(Milestones)

마감(Due)을 지정해 놓으면 RoadMap 및 기타 화면에서 남은 일정을 표시해 준다.

iv.

이슈 중요도(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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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해결(Resolution)

vi.

심각도(Severities)

심각도는 설정하지 않았다.
vii.

티켓 종류(Ticket types)

viii.

버전(V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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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version)은 출시 되고 나서 해당 버전을 관리하는 형태이다. 출시된 이후에 관리할 때
쓰인다. 시/분/초는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본 예제에서는 관리포인트 최소화를 위해 아래처럼
Version 자체를 관리하지 않았다.

ix.

설정을 마친 후의 이슈(=티켓)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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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ac 티켓 업무흐름도
A.

티켓은 발생(new)과 함께 업무 흐름을 갖게 된다. 아래, 그림은 단순히 티켓들의 상태를 표시할
뿐이며, 실제로 상태 중간 중간에 업무역할(개발자, Tester, QA 등등)이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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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ac 활용 화면 샘플
A.

B.

텍스트 큐브 개발 환경 (권장)
i.

http://dev.textcube.org/wiki

ii.

http://blog.tattertools.com/153 (디자이너의 사용후기)

교육용 환경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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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rac FAQ
A.

Trac 사용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i.

이 내용은 Trac 이라기 보다는 이슈 트래커 사용의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슈 트래커의 대표적인 장점은, 프로젝트 이슈의 투명성, 공동작업에 효율성 증진,
지식축적, 릴리즈관리, 소스연동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슈(=장애, 버그, 기능개선
요청 등)를 관리하는 전통적인 방식인 엑셀 파일관리나 웹 게시판 등의 방법은 이슈의
라이프사이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며, 결국 경험의 축적이 자산화로 연결되지 못하게 되는
흔한 경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슈는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이슈
작업흐름(work flow)에 따라 생성에서 종료까지가 이슈의 상태기반으로 담당자와 작업이

43 페이지

개발 실습 환경 SETUP GUIDE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보여야 하고, 이력(history)으로 남겨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슈 트래커들은 그 과정을 시스템 적으로 지원합니다.
B.

Trac 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사용가능 한가요?
i.

Trac 에서 제공하는 Category(=component) 의 한계상 다층 깊이의 hierarchy 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서와 파트가 많아지고 모듈이 많아지면 복잡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의 수준이란게 기반 프로젝트을 어떻게 하위 프로젝트로 사이징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 사례는 제외 하더라도,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준 케이스를
꼽자면, DAUM 에서는 Trac 을 전사적 기본 이슈 관리도구로 사용했으며, 최근 구글에서 인수한
TNC(태더&컴패니)의 유명한 블로그 툴인 Tatter Tools (Tistory 기반툴) 개발에 Trac 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최근 DAUM 은 JIRA 라는 상용 제품으로 이슈
관리도구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AVER 는 JIRA 가 예전부터 표준 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은 Trac 이나 Mantis 등의 오픈소스 툴을 사용하고, 상용툴로의 이전은
복잡도와 프로젝트 상황에 맞추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C.

이슈 관리의 단점은 없습니까?
i.

이슈 관리의 단점이라기 보다는 이슈 자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건강한 이슈관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슈를 많이 만드는 팀은 문제 있는 팀’ 이라던가, ‘결함이 많이 발견되는
모듈 개발자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개발자’ 같은 시각으로 일련의 ‘평가’와 이슈를 결부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이슈(=위험, Risk)자체를 투명하게 이끌어내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경험으로 축적하고자 하는 이슈 트랙 시스템이 가진 선의의 의지와
상반되는 형태로 이슈 자체의 은폐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슈는
해결해야 하는 Task 그 이상도 이하로도 여기지 않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D. 기존 시각에서 볼 때 새로운 툴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어떠한가요?
i.

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고생해서 2 사람 이상이 편해 질 수 있다면(즉, ROI 가 맞는다면),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툴은 툴일 뿐!’이라는 담언은 툴을 사용하지 말라는 담언이 아닙니다. 최대한 잘 사용하되
의존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는걸 모두들 아실 겁니다. 최초에 컴퓨터가 사무업무 기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산성을 당해낼 수 없었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었으며, 중요한 점은 조기에 얼마나 혼란 없이 받아 들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E.

기타 이슈 관리 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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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ANTIS, 정확히는 MANTS BT (버그 트래킹), MANTIS BTS 등으로 불립니다. 버그 수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고서 기능을 필두로 이슈 관리쪽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데모는 http://www.mantisbt.org/demo/my_view_page.php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i.

JIRA, 정확히는 Atlassian JIRA 입니다. 상용 툴로써 현재까지는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http://www.atlassian.com/software/jira/screenshots/default.jsp 에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JIRA 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http://jira.springframework.org/browse/SPR
링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이슈 트랙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JIRA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ugzilla, 가장 오래된 툴입니다. https://landfill.bugzilla.org/bugzilla-tip/request.cgi 에서

iii.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다소 고전적이고, 버그 추적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분화된
항목들로 인해 이슈 등록 시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비교 관련 글로는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library/s_issue/20071127/ 를

iv.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v.

이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좀 더 머리가 복잡해 지고 싶으시면
http://www.michaelflanakin.com/Articles/Comparisons/WebBasedIssueTrackers/tabid/198/Default.
aspx 에 들러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봅니다.

F.

이슈를 제기하는 과정(new ticket)에서 OS 라던가, 브라우저 버전이라던가 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

Trac 에서는 custom field 라고 해서 원하는 필드를 추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trac.edgewall.org/wiki/TracTicketsCustomFields 을 참조하세요.

G.

티켓을 발급했는데, 오타가 있더라구요.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

웹 admin 화면이나 trac-admin 커맨드를 사용해서 TICKET_MODIFY(혹은 TICKET_EDIT 시리즈)
권한을 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게시한 항목만 수정 가능’식의 권한 부여는
TICKET_EDIT 시리즈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누가 마지막으로
수정했고, 이전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바로 해당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H. 각종 항목들을 한글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i.

Edit 페이지 버튼이 있을 경우 눌러서 한글로 메시지를 교체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trac 이
위키(wiki)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기 버전에는 다국어 지원이
기본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글화 진행 중입니다)

I.

보고서(Report)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데 바꿀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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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port 는 custom query 에서 필터나 조건을 사용하여 쿼리를 만들어 낸 다음 save query
버튼을 눌러서 Report 로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현재 있는 report 에 이어서 번호가 붙습니다.

J.

Report 번호를 수정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

번호 수정은 DB 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 이외에는 수정이 안됩니다. 다만 기본 report 선택은
trac.ini 파일의 mainav 항목에서 조절 가능합니다.

K.

소스코드의 한글이 깨져 나옵니다.
i.

L.

Trac.ini 파일에서 encoding 부분을 적당한 한글 인코딩 타입으로 수정해 줍니다.

등록되는 모든 이슈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나요?
i.

가의 열의가 뜨겁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일함을 희생할 각오도 있으시군요.
Trac.ini 파일의 [notification] 항목을 살펴보시면, 다양한 형태로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항상 숨은 참조자로 메일 받기(smtp_always_bcc) 같은 항목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해서는 help/guide 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록] Trac 추가 기능 활용예
1. Trac Wiki
A.

Moinmoin wiki 문법을 따릅니다.

B.

Help/Guide 항목의 TracWiki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2. Source Syntax Highlight
A.

Python 2.5 를 다운 받아서 home 디렉터리를 D:\VisualSVN Server\trac\python 로 선택해서
인스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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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tp://silvercity.sourceforge.net/ 에 접속해서 Python 2.5 용 인스톨 파일을 내려받아서 Python
home 을 위에서 정한 D:\VisualSVN Server\trac\python 로 선택해서 인스톨 합니다.

C.

Cmd 창을 열어서 CD %APPDATA%\Subversion 으로 이동 후 config 파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miscellany] 영역의 enable-auto-props = yes 주석을 풀어주고
[auto-props] 영역에
*.java = svn:mime-type=text/x-java
*.jsp = svn:mime-type=text/x-java
추가 한다.

D. VisualSVN 재기동으로 완료

3. Eclipse Plugin 연동
A.

Xml-rpc plugin 설치가 필요합니다.

B.

이클립스 mylyn 사이트에서 trac 용 connector 를 download 해야 합니다.

C.

Python 을 이용한 컴파일 작업도 필요합니다.
D:\VisualSVN Server\trac\python\xmlrpcplugin\trunk>python setup.py bdist_egg

D. http://trac-hacks.org/wiki/XmlRpcPlugin 페이지의 installation 부분을 참조합니다.
E.

이클립스 연동 관련해서는 http://unitstep.net/blog/2008/01/19/using-assemblas-trac-witheclipse-mylyn-xml-rpc-access/ 페이지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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