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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The FreeBSD Project
Python Software Foundation



FreeBSD

4.4BSD-Lite 기반

커널, 베이스 유틸리티, 
써드 파티 응용프로그램

주로 네트워킹 서버용



Python

제 3세대 스크립트 언어

객체지향형이지만 짬뽕

주로 대형 소프트웨어의 
확장용 언어

점차 독자적인 언어로서
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
세



FreeBSD 프로젝트 시작
BSD: 80년대에 시작된 
UNIX의 패치판

DARPA의 연구 프로젝트
로 발전

FreeBSD: 386BSD에서 
갈라져 나옴 (1993)

CSRG BSD의 개발자들
이 FreeBSD측에 합류



Python 프로젝트 시작

80년대의 ABC로 부터 
계승

91년 alt.sources에 
첫 릴리스

SMC, CNRI, BeOpen을 
거쳐 현재는 PSF가 저
작권 소유



FreeBSD 소프트웨어 구성

커널: 5600개 소스 코
드, 244만 라인

베이스: 24800개 소스
코드, 883만 라인

포트: 10925개 포트 스
켈러튼

문서/번역: (많음 ;)



Python 소프트웨어 구성

C소스: 481개, 38만 라
인

Python소스: 1734개,
41만 라인

282개 기본 라이브러리
(건전지가 들어있습니
다!)



FreeBSD 사람들
총 323명 (src 221명, 
ports 181명, doc 
106명)

도제제로 영입/육성

자유로운 별도 팀 구성

FreeBSD 개발을 전업
으로 회사에 소속되기도 
함



Python 사람들

총 62명

팀이나 메인테이너십이 
명확하지는 않음

도제식의 영입이 있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함

Python 지원 회사에 
고용된 경우가 많음



FreeBSD 개발 자원

FreeBSD 클러스터

GNATS 기반의 PR 
(problem report)

CVS와 perforce

메일링 리스트



Python 개발 자원

메일링 리스트, 배포, 웹
사이트는 직접 운영
(xs4all.nl)

버그 리포팅과 CVS는
소스포지 사용

리그레션 테스트 클러스
터



FreeBSD 문제 해결

GNATS 기반 PR

분류별로 메일링 리스트

ports는 보통 1주일 
이내, src는 1달 이내

메일링 리스트나 개인 
메일로 보고하기도 함



Python 문제 해결

소스포지에 patches, 
bugs, feature-
request

대부분의 경우 처리에 1
달 이상 걸림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에 
버그 보고하면 혼남. 
;)



FreeBSD 스타일

style(9)에 명확히 정의

K&R 스타일을 주로 함

스타일 문제에 굉장히 엄
격하며 Style Officer가
항상 감시



Python 스타일
PEP7과 PEP8에 C소스 
코드 스타일과, 
Python소스코드 스타일 
명시

C 소스코드의 경우 사
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
음

Python 소스는 교육적 
의의 때문에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



FreeBSD 통상 개발 과정
메일링 리스트의 토론 
중에 아이디어 제안

독립된 레포지트리에서 
구현

-arch 메일링 리스트의 
리뷰, (TRB)

CURRENT에 커밋

필요한 경우 MFC



Python 통상 개발 과정
메일링 리스트 토론 중 
제안이 나옴.

PEP로 기술

토론과 투표 뒤에 BDFL
의 수용/거부 결정

SF에 패치 접수

다른 사람이 리뷰 뒤 
CVS에 적용



FB 릴리스 엔지니어링
수년의 개발 브랜치에서
의 개발이 완료되면 릴
리스 전 3~4개월 간 소
스 프리즈

릴리스 1달 전 쯤에 포
트 프리즈, 릴리스 1주 
전 쯤에 문서 프리즈

릴리스 전 보통 2~3회 
정도 RC가 나오는 편



Python 릴리스 엔지니어
링

새로운 브랜치에서 릴리
스 되기 6달 전부터 알파
릴리스 (1~3회)

릴리스 되기 2달 전부터
베타 릴리스 (1~3회)

릴리스 직전 2~3주 간
RC

Mac용은 릴리스 이후 
빌드



FreeBSD Q/A

Tinderbox (RTP)

퇴행 점검

Bento/Dosirak 클러
스터

Port survey



Python Q/A

퇴행 테스트

뱀 농장 (Snake Farm)



FreeBSD 권력 구조

core 팀

portmgr 팀

doceng 팀

releng 팀

security-officer 팀



Python 권력 구조

BDFL 독재자 구조

투표로 결정하지만 사실
상 Guido가 10000표

PSF 보드 멤버는 6명



FreeBSD 의견 충돌

평소에 싸움이 잦은 편

기술적인 싸움을 말리기 
위해 TRB 운용

싸우다가 결국 분리된 
프로젝트도 - 
DragonflyBSD

IRC 채널 간 계파 형성



Python 의견 충돌
싸움은 잦지 않은 편

의견이 다른 경우 일단 
Guido의 의견이 우선

comp.lang.python에
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
는 경우에는 Guido도 
투표 결과에 승복

보통 실용주의파와 순수
주의파 의견이 나뉘는 편



FreeBSD
타 프로젝트 관계

DragonflyBSD

TrustedBSD

Y!BSD

OpenDarwin/MacOS X

NetBSD/OpenBSD



Python
타 프로젝트 관계

Stackless Python

PyPython

Parrot/Perl

Prothon

Jython



FreeBSD 저작권
2항 BSD 라이선스

GPL코드는 커널에는 들
어오지 못하지만 베이스
에는 가능

JunOS, Y!BSD 같은 
상업적 포크를 만들 수 
있는 장점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소
유하는 것이 보통



Python 저작권

PSF 라이선스 (BSD 스
타일)

GPL/LGPL 코드는 사용 
불가능

PSF가 저작권을 가짐



FreeBSD 재단
FreeBSD Foundation 
- Colorado

3명의 보드 멤버

Diablo 배포

기부자 영수증 끊어주기

14만달러 규모 (2003
년)



Python 재단
Python Software 
Foundation - 
Delaware

6명의 보드 멤버와 70
명의 노미네이트 멤버, 
15개의 스폰서 멤버사

PyCon개최, 저작권 소
유

14만달러 규모



FreeBSD 컨퍼런스

BSDCon

USENIX

BSDCan, 
BSDConEurope, 
BSDConAsia, 
BSDConJapan



Python 컨퍼런스

PyCon

OSCON - Python 
Conference 12

EuroPython





FreeBSD
주요 릴리스 계획

4.10 (2004년 5월)

5.3 (2004년 8월)

4.11 (2004년 말
~2005년)

5.4 (2004년 말)



Python
주요 릴리스 계획

2.3.4 (2004년 5월)

2.4 (2004년 8월)

2.3.5 (2004년 말)

2.4.1 (2004년 10월)

... 3.0 (언젠가는)



질문은 perky@FreeBS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