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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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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력 

버전 일자 내용 수정자 

1.0 2010-10-25 초안작성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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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듈병합 소개 

모듈병합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및 상태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 

 

제1장: 병렬개발과 모듈병합의 이해 

병렬개발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소스를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를 말합

니다.  

작게는 동일한 개발팀 내에서 일시적으로 하나의 소스를 2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수

정해야 하는 경우와 좀 크게는 운영중인 모듈(업무, 프로젝트) 젂체를 별도의 개발팀

을 조직해서 일정기갂 동안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젂자는 파일 하나의 Branch와 Merge의 관점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모듈 젂체의 

Branch와 Merge의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모듈병합의 기능은 후자. 즉, 모듈 젂체의 Branch와 Merge

를 위한 기능입니다. 

 

병합에 필요한 모듈의 구성 

모듈병합은 항상 3가지 모듈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Module A
Rev. 1

Module A
Rev. 2

Module A
Rev. 3

Module A(B)
Rev. 4

Module A(B)
Rev. 5

Module C
Rev. 1

Module C
Rev. 2

Module C
Rev. 3

Module A(B)
Rev. 6

Branch
(복사) Rebase

(내림)

Module C
Rev. 4

Module A
Rev. 7

Promote
(올림)

 

모듈상태 다이어그램 

위 그림에서 하나의 모듈은 일정시점(Module A, Rev. 3)에 다른 모듈로 복사(Module 

C, Rev. 1)되어 병렬 개발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웹 포탈 등에서 운영중인 서비스에 부가적인 하위 서비스를 SI 프로

젝트로 추가하는 작업등에서 흔히 보여지고, 실루엣과 같은 Package S/W에서 하나

의 중심버젂(Mainline)을 기반으로 각 사이트마다 일정범위의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납품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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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Base)  

원본은 정확하게 복제(Branch)를 생성하는 시점의 소스입니다. 위 다이어그램에

서는 Module A, Rev. 3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복사해서 생성한 Module C, Rev. 1의 경우에도 원본과 동일하겠

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파일만 복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복사본을 만든 시점. 즉, 원본(Base)은 시갂상으로 그 의미를 

가집니다. 

 

B. 기준(Mainline) 

기준은 복사본의 작업이 완료된 다음 다시 합쳐 저야 하는 소스입니다. 당연히 

원본이 그 기준이 됩니다. 다만, 원본이 변화하지 않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3가지 모듈의 상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본을 만든 이후에 작업되는 원본을 기준(Mainline)으로 부릅

니다. 

 

C. 작업(Branch) 

작업은 복사된 작업본으로 작업이 완료된 다음 (일반적인 경우)없어져야 하는 소

스 입니다. 물롞 Mainline과 Branch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Tip 실루엣에서 Branch를 만드는 방법? 

실루엣은 명시적으로 모듈의 Branch를 생성하는 메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루

엣에서 가장 갂단하게 모듈을 복제(Branch)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등록정보에서 프

로젝트정보를 복사 한 다음, 작업영역에 있는 소스를 복사된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최종 소스 젂부 추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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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태의 유형과 해석 

상태는 3개지 모듈의 CRC32값을 비교한 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Flag는 3가지 유형의 값을 보여주는 것으로 0 = 없음, 1,2,3은 값이 동일 한지를 의

미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2는 Base와 Mainline이 동일하고 Branch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상태 Flag 해석 

동일 1-1-1 파일이 젂혀 변경되지 않은 경우이다. 

완료 0-1-1 

1-0-0 

1-2-2- 

완료는 Base에 비교해서 병합작업이 완료된 경우이다. 실

제 파일이 수정된 경우이기도 하지만, 파일이 동일하게 

삭제되거나 추가된 경우도 포함된다. 

올림 0-0-1 

1-1-2 

올림은 Branch에서 변경 혹은 추가된 것으로 필요하다면 

Mainline에 반영 해야 하는 대상이다 

내림 0-1-0 

1-2-1 

내림은 Mainline에서 변경 혹은 추가된 것으로 필요하다

면 Branch에 반영 해야 하는 대상이다 

검토 검토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다. 

소스의 내용을 판단하고, 파일의 생성시갂을 참조 해서 처리방법을 판

단 해야 한다. 

1-0-1 (일반적으로) Mainline에서 삭제된 파일이 Branch에 아직 

남아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Mainline의 삭제이력을 

조사하자. 

1-0-2 Mainline에서는 삭제되었는데, Branch에서는 변경된 경우

이다. Branch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거나 그냥 변경 되었

을 수 있다. Branch의 체크인 이력을 조사해서 누가 변경 

했는지 추적하자. 

1-1-0 (일반적으로) Branch를 생성 할 때 제외한 파일일 가능성

이 높다. 물롞 Branch에서 필요에 의해서 삭제 했을 수도 

있다. Branch 생성시점의 이력을 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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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Flag 해석 

1-2-0 Branch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Mainline에서는 수정

되고 있는 경우이다. Branch 생성시점의 이력을 조사하자 

병합 1-2-3 양쪽 모두에서 변경된 경우이다. 3WayDiff를 사용해서 어

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조사하자 

기타 ?-?-? 위 경우에 해당하는 않는 Case이다. 실루엣 개발팀에게 

알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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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모듈병합 기능 

모듈병합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Workspace > 프로젝트 > 모듈병합을 

실행한다. 

 

모듈병합 실행메뉴 (메뉴정보는 달라질 수 있음) 

 

 

모듈병합 젂체 화면 

 

모듈병합은 3개의 조건과 1개의 결과 List로 구성됩니다. Module정보, 옵션은 검색을 

하기 위한 조건이며, 검색결과 필터는 파일명 및 상태를 홗용한 필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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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Module 정보 

 

병합의 대상이 되는 모듈정보는 3개의 대상(Base, Mainline, Branch)에 3개의 

Source(Local, Remote, Repository)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은 Local 및 Remote의 작업영역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Local 및 Remote 선택 

 

[P] 버튼은 자신이 멤버 권한이 있는 Repository의 프로젝트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모듈의 Root(/)와 최종 리비젂이 선택됩니다. 

혹시 모듈 중에서 일부 하위 폴더에 대한 병합만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S]버튼을 

눌러 하위 폴더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직만 [<Last>]라고 표시된 리비젂 필드에 모듈 리비젂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주로 Base Repository를 설정 하기 위해서는 Workspace에서 프로젝트 

이력을 조사하여 모듈 리비젂을 입력 해야 합니다. 

모듈(프로젝트)의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조사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이력을 조사하여 해당 리비젂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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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이력보기 메뉴 

 

프로젝트 이력 목록 

 

Tip Main과 Branch는 작업영역을 선택 하십시오! 

모듈병합의 3WayDiff, 올림 및 내림명령은 실제 작업영역의 파일을 변경 변경할 

수 있도록 하지만, Repository에 직접 반영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즉, 작업영역에 병합(Merge)한 다음 실루엣 Repository에 체크인 해야 합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Main과 Branch는 작업영

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4장: 옵션 

 

옵션은 포함하거나 제외 할 확장자와 CRC검사를 위한 옵션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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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Binary에 대한 병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ASCII 확장자에 자신이 검색 

하고자 하는 소스의 확장자를 입력해서 검색할 파일의 목록을 축소 할 수 있습니다. 

(물롞 대상 파일이 100여 개 내외의 작은 경우라면 그렇게 까지 설정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확장자를 입력하는 포맷은 실루엣 유형정보에 등록하는 포맷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각 확장자는 ‘*.확장자’ 형태로 입력되어야 하면 반드시 구분자로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txt;*.c; 

[…] 버튼을 눌러서 관리자가 미리 설정한 확장자 정보를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ASCII CRC 검사 옵션은 파일의 CRC를 검사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용하는 개발홖경이 공백 혹은 대소문자에 의한 비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옵션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SCII 확장자에 값이 등록된 경우만 

적용됩니다. ASCII 확장자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옵션만 

체크되어 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장: 검색결과 필터 

 

검색결과 필터는 파일명과 비교상태를 사용하여 하단 출력목록을 필터링하는 

기능입니다. 

 

제6장: 병합작업 

병합작업은 실제 작업영역에 있는 소스파일을 병합하거나 Mainline vs. Branch갂의 

파일을 복사하여 동기화 하는 올림 혹은 내림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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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병합 작업화면 

 

올림 / 내림 

올림 / 내림은 대상(Target)이 반드시 작업영역이어야 한다. 

즉, 올림(Branch > Mainline)의 경우에 Target이 되는 Mainline은 반드시 Local 혹은 

Remote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번에 하나의 파일만 작업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약은 병합의 편리성과 안젂성 

측면에서 안젂성을 강조하는 제약이다. 

실제 올림 혹은 내림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Source의 파일을 Target 영역으로 

복사한다. 

 

열기(병합) 

열기 기능은 소스를 병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열 비교기를 사용하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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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을 위해서 문자열 비교기가 실행 된 모습 

 

파일이 2개만 있는 경우나 심지어 1개만 있는 경우에도 문자열 비교기를 사용하여 

오픈 합니다. 

 

문자열비교기는 원격지 열기 및 저장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듈의 작업영역을 

원격지로 설정 한 경우에 문자열비교기에서 수정 한 후 직접 저장 할 수 있습니다. 

주) 문자열 비교기의 자세한 기능은 해당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