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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이 가이드는 페도라 프로젝트 소프트웨어와 문서를 번역하기 위한 빠르고, 간단한 절차 설명서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http://fedoraproject.org/wiki/L10N/FAQ의 FAQ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1. 피드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내용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거나 오자를 발견했을 경우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Fedora Documentation.에 대한 리포트를 버그질라(Bugzilla)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http://
bugzilla.redhat.com/bugzilla/

버그 리포트를 제출하실 때, 메뉴얼의 분류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ranslation-quick-start-guide

문서 내용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으실 경우, 최대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

하셨다면 저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섹션 번호와 주위의 문장들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계정과 구독
페도라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설명에 따라 계정 생성과 구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약 의문이 있으면, fedora-trans-list에 글을 쓰시거나, 인터넷 릴레이 채팅(IRC) irc.freenode.org에 있

는 #fedora-l10n 채널에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2.1. 메일링 리스트 구독하기

1. https://admin.fedoraproject.org/mailman/listinfo/trans에 방문해서 메인 메일링 리스트를 구독하

십시오.

http://fedoraproject.org/wiki/L10N/FAQ
http://bugzilla.redhat.com/bugzilla/
http://bugzilla.redhat.com/bugzilla/
https://admin.fedoraproject.org/mailman/listinfo/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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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독 확인을 위한 링크가 포함된 확인 이메일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구독 확인을 위

해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3. 페이지 http://fedoraproject.org/wiki/L10N/Teams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언어에 맞는 메일링 리스

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있다면 그 리스트도 구독하십시오.(역주: 한글의 경우 https://
admin.fedoraproject.org/mailman/listinfo/trans-ko리스트가 있음)

2.2. SSH 키 만들기
이미 SSH 키가 있다면, 그 키를 페도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있다면, �� 2로 가서 다음 단

계를 진행하십시오. 만약 SSH 키가 없다면, 다음 단계를 밟으십시오:

1.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ssh-keygen -t rsa

디폴트 위치인 ~/.ssh/id_rsa를 받아들이고, 암호구(passphrase)를 입력하십시오.

암호구를 기억하십시오
번역을 제출(commit)하시려면 암호구가 필요합니다. 암호구를 잃어버린 경우 다시

알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2. 여러분의 키와 .ssh 디렉터리의 권한을 변경하십시오.

chmod 700 ~/.ssh

chmod 600 ~/.ssh/id_rsa

chmod 644 ~/.ssh/id_rsa.pub

3. 공개 키(~/.ssh/id_rsa.pub)는 2.4�. “�� ����”에 설명된 것처럼 페도라 계정 생성시 사용됩니다.

2.3. GPG 키 만들기

1. 명령행에서 다음을 입력해서 키를 생성하십시오:

gpg --gen-key

생성 과정에서 몇가지 질문을 받게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디폴트 값으로 충분합니다. 좋

은 암호를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암호 고르기
좋은 암호:

�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 구둣점, 그리고 다른 문자들로 구성될 것

� 문자의 배열을 바꿨는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단어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을 것.

�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암호와 같지 않을 것

http://fedoraproject.org/wiki/L10N/Teams
https://admin.fedoraproject.org/mailman/listinfo/trans-ko
https://admin.fedoraproject.org/mailman/listinfo/tran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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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b1024D/1B2AFA1C'와 같은 결과 텍스트에서, 여러분의 키 ID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키 ID

는 슬래시(/)뒤에 오는 8글자짜리 '단어'입니다. 앞의 예에서, GPG 키 ID는 1B2AFA1C입니다.

키 ID를 적어두십시오.

3. 아래 명령을 사용, 여러분의 공개 키를 공개 서버에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키 ID는 여러분의 것으로 바꾸십시오:

gpg --keyserver subkeys.pgp.net --send-keys GPGKEYID

4. GPG 키 ID는 2.4�. “�� ����”에 있는 설명처럼 여러분의 페도라 계정을 만들 때 사용될

것입니다.

2.4. 계정 생성하기

1. 페도라 계정을 만들려면,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을 방문해 New Account를 선

택하십시오.

2. Username, Full Name, Email을 입력하고, Sign up!를 클릭하십시오. 암호가 이메일로 여러분에

게 전달될 것입니다.

3.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로 돌아가 암호를 입력해 로그인하십시오. 환영 페이지

가 표시될 것이며, 그 페이지가 CLA가 완료되지 않았고, SSH 키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4. My Account를 클릭하거나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user/edit로 가서 공개 SSH 키

와 GPG 키 ID를 제출하십시오.

5. Edit Account (user_name) 페이지에서, 여러분의 GPG 키 ID를 GPG Key ID: 필드에 입력하십

시오. 공개 SSH 키는 Public SSH Key: 필드의 옆에 있는 Browse...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의 공

개 SSH 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6. Telephone Number와 Postal Address 필드는 CLA에 서명하기 위해 꼭 채워넣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관리자 그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억세스할 수 없습니다. http://fedoraproject.org/wiki/
Legal/PrivacyPolicy에 있는 페도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7. 다른 필드들은 사용자의 뷰 페이지를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8. 이제 페이지의 맨 아래 있는 Save!를 클릭해서 정보를 저장하십시오.

2.5. CLA에 서명하기
CLA 또는 Contributors License Agreement를 완료하셔야만 합니다.

1.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를 방문해서 여러분의 앞에서 만들었던 사용자명과 암호

를 사용해 로그인하십시오.

2. 환영페이지에서 complete the CLA를 클릭하거나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user/
edit로 가십시오.

3. 만약 전화번호나 우편번호 정보를 아직 입력하지 않았다면, Edit Account (user_name) 페이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페도라 CLA 페이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계약 서면을 주의깊

게 다 읽으시고, 원하시는 경우 I agree를 클릭하십시오.

4. user-view 페이지가 표시되고, CLA: 필드가 CLA Done로 변경되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user/edit
http://fedoraproject.org/wiki/Legal/PrivacyPolicy
http://fedoraproject.org/wiki/Legal/PrivacyPolicy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user/edit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use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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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신을 소개하기

1. 개인 페이지를 http://fedoraproject.org/wiki/User:Username에 만드십시오. 이 페이지는 페도라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http://fedoraproject.org/wiki/L10N/SelfIntroduction에 있는 지시에 따라 짧은 자기 소개를 fedora-

trans-list 메일링 리스트과 여러분 자신의 언어 팀 리스트에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FAS 사용자

명과 언어를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스폰서들은 이 정보를 보고 'cvsl10n'

그룹에 포함시키도록 승인할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2.7. cvsl10n 그룹에 참여하십시오.

1. user-view 페이지에서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Join a Group를 클릭하십시오. 만약 이 단계를 나

중에 하고 싶다면,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user/view/user_name를 통해 user-vew

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 알파벳 C를 클릭하면, 'c'로 시작하는 그룹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3. 목록에서 cvsl10n을 찾아서 Apply를 클릭하십시오.

4. 모든 스폰서와 관리자가 여러분의 지원에 대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를 2.6�. “��� �
���”에 따라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 스폰서가 여러분을 스폰서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스폰서가 생기면, 멤버가입 통지

가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주의
다음부터 나오는 단계들은 가까운 미래에 혹시 필요할 수도 있는 페도라 인프라스트럭

처에 대한 권한을 얻고 억세스를 테스트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언어 관리자와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절차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번역사에게 필수는 아

니지만, 이 절차들을 따를 것이 권장됩니다.

2.8. 버그질라 계정 만들기
http://bugzilla.redhat.com/bugzilla/createaccount.cgi를 방문해서 버그질라 계정을 만드십시오.

2.9. 축하합니다
이제 뒤로 기대고, 지금까지 한 성취를 음미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페도라 커뮤니티의 완전히 인

정받는 일원이 되었으며, 문서와 이메일을 전자 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의 기

여를 제출하고, 컨텐츠를 위키를 통해 출간하고, 버그를 제출 하고, 페토라의 메일링 그룹의 논의에

참여하고, 다른 페도라 팀에 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3. 소프트웨어 번역하기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변억 부분은 하나 이상의 po 파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파일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CVS, Subversion, git등의 몇가지 버전 컨트롤 시스템(Version Control System, VCS)에 의해 유

지됩니다. 이런 파일들은 fedorahosted.org나 다른 시스템에 의해 호스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fedorahosted.org에 호스트된 프로젝트를 번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번역가들은 po 파

일을 가져오고 제출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의 po 파일을

저장해 둘 디렉터리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http://fedoraproject.org/wiki/User:Username
http://fedoraproject.org/wiki/L10N/SelfIntroduction
http://admin.fedoraproject.org/accounts/user/view/user_name
http://bugzilla.redhat.com/bugzilla/createaccount.c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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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파일 구조
어떤 프로젝트를 번역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projects의 프로젝

트 목록을 방문하십시오.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이 파일들을 저장할 구조를 준비해 두십시오. 아래에 설명하는 구조는

한 예이며, 여러분의 구조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comps 프로젝트를

번역하기 위해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다음 디렉터리를 만드십시오:

mkdir -p ~/myproject/comps/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향후 수행하기 위해서, 부모 디렉터리 아래에 ~/myproject/system-

config-printer/과 같이 프로젝트 이름으로 시작하는 디렉터리를 만드십시오.

3.2. 프로젝트 가져오기와 번역하기
이제 디렉터리 구조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번역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충돌을 피하

기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 팀 내의 다른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만약 확

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언어의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1.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languages/l/ja/와 같은 여러분의 언어 페이지를 방문하고, 원

하는 릴리즈를 선택하십시오.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languages/l/ja/collection/c/fedora/r/
fedora-12/와 같은 해당 릴리즈에 대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2. 페이지를 스크롤해 내려가면서 해당 릴리즈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표를 찾으십시오. Download

ja.po(또는 그와 비슷한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 아랫방향 화살표 아이콘을 사용해서 po 파일

을 이전 단계에서 여러분이 생성한 디렉터리에 다운로드하십시오.

3. 제출해야 할 파일 이름이 lang.po라는 형태의 이름 붙이기 규약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운로

드한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십시오. 다음 예는 po 파일에 대해 일본어 로케일을 사용합니다:

ls ~/myproject/comps/

comps.HEAD.ja.po

mv ~/myproject/comps/comps.HEAD.ja.po ja.po

ls ~/myproject/comps/

ja.po

4. 이제 번역할 파일이 준비되었습니다. po 파일을 Lokalize나 gtranslator 같은 po 에디터를 사용

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하십시오.

5.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의 파일의 완결성을 체크하십시오.

msgfmt -cvo /dev/null ja.po

중요
만약 오류가 표시된다면, 제출하기 전에 오류를 수정하십시오.

3.3. 프로젝트 제출하기
일단 번역 작업을 마쳤다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projects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languages/l/ja/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languages/l/ja/collection/c/fedora/r/fedora-12/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languages/l/ja/collection/c/fedora/r/fedor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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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languages/l/ja/과 같은 여러분의 언어 페이지로 돌아가서, 원

하는 릴리즈를 선택하십시오.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languages/l/ja/collection/c/fedora/r/
fedora-12/와 같은 해당 릴리즈의 페이지로 자동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2. 로그인

페이지의 상단에 Sign in를 선택해서 Sign in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의 페도라 계정 시

스템 사용자명과 암호를 사용해 로그인하십시오.

3. 제출

각 프로젝트 옆의 Send a translation for this language라고 이름 붙은 위쪽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

을 사용하십시오. 그 후, browse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번역한 파일의 위치를 찾으십시오.

Send를 선택해서 번역한 파일을 제출합니다.

인터페이스는 File submitted successfully라는 메시지를 표시할 것입니다. 여기서 오류 메시지나

다른 성공 메시지를 보시는 경우, 페도라 지역화 프로젝트 메일링 리스트에 그 메시지를 보

내셔서 적절히 처리되도록 하십시오.

3.4. 새 .po 파일 추가하기
만약 여러분의 언어에 대한 po 파일이 없다면, 추가하셔야 합니다.

1. pot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그 파일을 여러분의 언어의 po 파일로 복사하십시오.

cp ~/myproject/comps/comps.HEAD.pot ja.po

lokalize ja.po

msgfmt -cvo /dev/null ja.po

2. 번역을 마친 후,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Add a new translation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3. 새 파일이름을 or enter it here:라고 되어있는 필드에 입력합니다. 이때 파일 이름을 여러분의

로케일에 맞게 변경하십시오:

po/ja.po

3.5. 번역 검증하기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여러분의 번역을 검증/교정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여러분이 검증하고자 하는 패키지의 디렉터리로 변경하십시오. 예를 들어,

cd ~/myproject/system-config-printer/

2. msgfmt명령어의 -o 옵션을 사용해서, .po 파일을 .mo 파일로 변환하십시오:

msgfmt -o system-config-printer.mo ja.po

3. 루트유저로, /usr/share/locale/lang/LC_MESSAGES/에 있는 .mo 파일을 덮어쓰십시오.

우선, 기존 파일을 백업합니다:

su -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languages/l/ja/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languages/l/ja/collection/c/fedora/r/fedora-12/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languages/l/ja/collection/c/fedora/r/fedor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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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usr/share/locale/ja/LC_MESSAGES/system-config-printer.mo system-config-printer.mo-backup

이제, 검증을 위해 변환한 파일을 이동합니다.

mv system-config-printer.mo /usr/share/locale/ja/LC_MESSAGES/

루트유저에서 벗어납니다.

exit

4.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로 번역된 스트링을 사용해 패키지를 검증합니다.

LANG=ja_JP.UTF-8 system-config-printer

번역된 패키지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는 번역된 스트링을 사용해 수행됩니다.

4. 문서 번역하기

몇몇 페도라 문서는 옮겨졌습니다
현재의 페도라 문서들은 이제 페도라가 호스트하는 시스템에서 git 리파지터리로 관리됩

니다. 여기에는 최신의 공통 문서 빌드 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번역하

기 위해서 git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Transifex

를 사용해서 이러한 문서들을 번역하십시오.

4.1. 일반 파일 생성하기
만약 어떤 로케일로 번역된 적이 없는 문서를 처음 생성하려 한다면, 우선 여러분의 로케일에서

사용되는 몇몇 공통 파일을 번역해야만 합니다. 공통 파일은 페도라가 호스트하는 리파지터리의

fedora-doc-utils 패키지에 있습니다.

예제 로케일은 pt_BR입니다.
다음 예제는 로케일 코드 pt_BR를 사용합니다. 아래 명령어에서 여러분의 로케일 코

드로 적절히 변경해 사용하십시오.

1.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에 있는 Transifex에 방문하시고, 프로젝트 Docs :: Common

entities를 3�. “����� ����”에 있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번역하십시오.

2. https://fedorahosted.org/fedora-doc-utils에 호스트되어 있는 fedora-doc-utils 프로젝트를 방문하

십시오. Login 링크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페도라 계정 시스템 로그인과 암호를 사용해 로그

인하십시오.

3. New ticket를 선택해 새로운 티켓을 만드십시오. 다음 정보를 사용해 티켓의 정보를 채우십시오:

� Summary: New language support request: pt_BR

� Priority: minor

http://translate.fedoraproject.org
https://fedorahosted.org/fedora-doc-ut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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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 language support

상세사항 부분은 원하시는데로 채워넣던지, 빈 채로 두십시오.

필요하다면 파일을 첨부하십시오.
만약 위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 PO 파일을 제출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 파일

들을 Trac 티켓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4.2. 번역해야할 대상
페도라의 각 릴리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Docs :: Common entities

� Docs :: Release Notes

� Docs :: About Fedora

� Docs :: Readme

� Docs :: Readme Burning ISOs

� Docs :: Readme Live Image

A. 공헌한 사람들
� Fabian Affolter1 (번역 � 독일어, 2007�2009)

� Amanpreet Singh Alam2 (번역 � 펀잡어, 2007)

� Teta Bilianou3 (번역 � 그리스어, 2007)

� Dapid Candra4 (번역 � 인도네시아어, 2008)

� Thomas Canniot5 (번역 � 프랑스어, 2006)

� Glaucia Cintra (번역 � 브라질 포르투갈어, 2007�2008)

� Bart Couvreur6 (번역 � 네덜란드어, 2006�2007)

� Piotr Drąg7 (translator � Polish, 2006; editor, 2008)

� Damien Durand8 (번역 � 프랑스어, 2006)

� Paul W. Frields9 (편집자, 2006�2008)

� Dmitris Glezos10 (번역 � 그리스어, 2006�2007; 편집자, 2008)

� Rafael Gomes11 (번역 � 브라질 포르투갈어, 2008)

� Rui Gouveia12 (번역 � 포르투갈어, 2009)

http://fedoraproject.org/wiki/User:Fab
http://fedoraproject.org/wiki/AmanAlam
http://fedoraproject.org/wiki/User:Tetonio
http://fedoraproject.org/wiki/User:Dapidc
http://fedoraproject.org/wiki/User:Mrtom
http://fedoraproject.org/wiki/User:Couf
http://fedoraproject.org/wiki/User:Raven
http://fedoraproject.org/wiki/User:Splinux
http://fedoraproject.org/wiki/User:Pfrields
http://fedoraproject.org/wiki/User:Glezos
http://fedoraproject.org/wiki/User:Rafaelgomes
http://fedoraproject.org/wiki/User:Ru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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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 Guokai (번역 � 중국어(간자), 2008)

� Ryuichi Hyugabaru (번역 � 일본어, 2007�2008)

� Valeriy Kruchko13 (번역 � 러시아어, 2009)

� Rüdiger Landmann14 (editor, 2009)

� Magnus Larsson15 (번역 � 스웨덴어, 2006)

� Gladys Guerrero Lozano (번역 � 스페인어, 2009)

� Andrew Martynov16 (번역 � 러시아어, 2006�2007)

� Noriko Mizumoto17 (번역 � 일본어, 2006; 편집자, 2007�2009)

� Mohd Izhar Firdaus Ismail18 (번역 � 말레이어, 2008)

� Manuel Ospina (writer, 2006�2007; 번역 � 스페인어, 2006�2007)

� Nikola Pajtic (번역 � 세르비아어, 2008)

� Robert Pereira19 (번역 � 브라질 포르투갈어, 2008)

� Silvio Pierro20 (번역 � 이탈리아어, 2008)

� Alain Portal21 (번역 � 프랑스어, 2007)

� Mario Santagiuliana22 (번역 � 이탈리아어, 2009)

� Jaswinder Singh Phulewala23 (번역 � 펀잡어, 2007)

� Sulyok Péter24 (translator � Hungarian, 2009)

� Francesco Tombolini25 (번역 � 이탈리아어, 2006�2008)

� Vmlinz Qi26 (번역 � 중국어(간자), 2007)

� Thomas Wehrle (번역 � 독일어, 2008)

� Diego Búrigo Zacarão27 (translator � Brazilian Portuguese, 2007�2008; editor, 2007)

B. 개정 이력
고침 0.5.4 Wed Jul 22 2009 Piotr Dr�g piotrdrag@gmail.com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내용 제거

링크와 절차 업데이트

버그 #505480, #492255, #477566, #475632 수정

고침 0.5.3 Thu Jun 04 2009 R�diger Landmann r.landmann@redhat.com

문서를 Publican으로 변환

고침 0.5.2 Fri Jan 09 2009 Noriko Mizumoto noriko@redhat.com

버그 #479346 수정

고침 0.5.1 Sun Aug 31 2008 Piotr Dr�g piotrdrag@gmail.com

http://fedoraproject.org/wiki/ValeriyKruchko
http://fedoraproject.org/wiki/User:Rlandmann
http://fedoraproject.org/wiki/MagnusLarsson
http://fedoraproject.org/wiki/User:AndrMart
http://fedoraproject.org/wiki/User:Noriko
http://fedoraproject.org/wiki/User:Izhar
http://fedoraproject.org/wiki/RobertPereira
http://fedoraproject.org/wiki/User:Perplex
http://fedoraproject.org/wiki/AlainPortal
http://fedoraproject.org/wiki/User:Marionline
http://fedoraproject.org/wiki/User:Jassy
http://fedoraproject.org/wiki/User:Peti
http://fedoraproject.org/wiki/User:Tombo
http://fedoraproject.org/wiki/VmlinzQi
http://fedoraproject.org/wiki/User:Diegobz
mailto:piotrdrag@gmail.com
mailto:r.landmann@redhat.com
mailto:noriko@redhat.com
mailto:piotrdra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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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버그 수정

고침 0.5 Friday Apr 18 2008 Noriko Mizumoto noriko@redhat.com

계정 및 구독에 관한 장을 현재의 FAS2에 맞게 수정

보고된 버그 수정 및 몇몇 장에 대한 미세한 변경 진행

고침 0.4.1 Wed Mar 19 2008 Noriko Mizumoto noriko@redhat.com

3.2절의 링크를 변경

고침 0.4 Mon Mar 03 2008 Dmitris Glezos dmitris@glezos.com

i18n.redhat.com에 대한 링크 삭제 (elvis)

고침 0.3.9.2 Mon Feb 18 2008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GPG 키 URL 수정

고침 0.3.9.1 Sun Dec 23 2007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Transifex 시스템에 대한 링크 수정

고침 0.3.9 Wed Nov 14 2007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스타일, 문법, 명확성을 위해 편집

고침 0.3.8.2 Fri Sep 28 2007 Noriko Mizumoto noriko@redhat.com

Transifex, 변경된 리파지터리(repository) 등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도록 모든 장을 변경/업데이트

고침 0.3.8.1 Tue Sep 04 2007 Diego B�rigo Zacar�o

diegobz@projetofedora.org

기존의 SSH 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추가

고침 0.3.8 Thu Aug 23 2007 Noriko Mizumoto noriko@redhat.com

메인 파일을 장(chapter)별 파일로 분리

고침 0.3.7.5 Sun Jul 29 2007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LINGUAS에 대한 정보 추가 및 불필요한 경고 제거

고침 0.3.7.4 Sat Jul 28 2007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브랜치 모듈과 테스트 변경에 대한 정보 추가

고침 0.3.7.3 Fri Jul 06 2007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수동으로 POT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 만듦

고침 0.3.7.2 Tue May 29 2007 Manuel Ospina mospina@redhat.com

CVS 그룹 멤버십에 대한 상세 사항 수정

저작권 보유자 목록 줄임

고침 0.3.7.1 Tue Apr 03 2007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일반적인 엔터티를 저장하는 POT와 PO를 새로 생성

고침 0.3.7 Sat Oct 14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URL 오류 수정 (#209900)

고침 0.3.6 Wed Sep 20 2006 Manuel Ospina mospina@redhat.com

버그 수정(#198726, #204266, #205167)

고침 0.3.5 Mon Aug 14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편집 단계 넘어감. 적절한 배열 순서를 찾기 위해 탈고 진행

고침 0.3.4 Thu Aug 10 2006 Manuel Ospina mospina@redhat.com

Docs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법과 GPG에 대한 정보 추가

mailto:noriko@redhat.com
mailto:noriko@redhat.com
mailto:dmitris@glezos.com
mailto:stickster@gmail.com
mailto:stickster@gmail.com
mailto:stickster@gmail.com
mailto:noriko@redhat.com
mailto:diegobz@projetofedora.org
mailto:noriko@redhat.com
mailto:stickster@gmail.com
mailto:stickster@gmail.com
mailto:stickster@gmail.com
mailto:mospina@redhat.com
mailto:stickster@gmail.com
mailto:stickster@gmail.com
mailto:mospina@redhat.com
mailto:stickster@gmail.com
mailto:mospina@redh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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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0.3.3 Tue Aug 06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rpm-info를 번역하는 단계를 제거(이제는 문서 POT의 일부로 포함됨)

고침 0.3.2 Mon Jul 03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문서 번역 절차를 다른 공통 파일의 번역을 포함하도록 변경

고침 0.3.1 Sun May 28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공통 엔터티에 대한 정보 추가 및 사용할 수 없는 로케일에 대한 경고 추가

고침 0.3 Sat May 27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절차 가이드 수정 및 문서에 따른 엔터티 추가

고침 0.2.2.2 Mon Feb 13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DocBook XML 4.4로 이전 및 XInclude를 사용

고침 0.2.2.1 Thu Feb 02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스펠링 수정 (#179717)

고침 0.2.2 Wed Feb 01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버그 보고에 관련된 내용 추가

고침 0.2.1 Mon Jan 30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호스트명(hostname) 오류 수정

고침 0.2 Wed Jan 25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스타일 편집 추가, 절차를 더 읽기 쉽게 구분

고침 0.1 Fri Jan 20 2006 Paul W. Frields stickster@gmail.com

첫번째 편집

고침 0.0.1 Wed Jan 18 2006 Manuel Ospina mospina@redhat.com

첫번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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