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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hat How Problem 



Why? 



상황 #1 

A 

B 

source.c 

- B는 A가 source.c 파일을 모두 수정하기까지 기다려야함 

동시에   수정 

불가 

>> 시간적인 효율이 

적다 
>> 사기 

저하 



상황 #1 

A 

B 

source.c 

ㅇ 요구사항 

    A 와 B가 작업 할 수 있는 각각의 저장소가 있어야함 

    source.c 파일을 사용자에게 주기 위해 저장소가 있어야함 

반대로 파일을 

각각의 

사용자에게 주고 

수정을 한다면? 

** Git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합치고, 바로 적용 

별개로 수정하고 

저장함. 

- 각각 작업 후 source.c 파일을 병합(merge)하는 과정이 필요 



상황 #2 로그인 프로그램 개발 

A B 
Login.html 

Sign.html 

Proc.java 

팀
장 

HTML 개발만 가능 Java 개발만 가능 

** A와 B사용자는 개발 전 서로가 사용 할 함수명, 변수명에 대해서는 

정의 된 상태 



상황 #2 로그인 프로그램 개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발과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 



상황 #2 로그인 프로그램 개발 

A B 
Login.html 

Sign.html 

Proc.java 

팀
장 

A의 

작업공간 

(저장소) 

B의 

작업공간 

(저장소) 

Login.html 

Sign.html 

Proc.java 

수시로 A,B는 작업한 파일을 

제출, 

해당 파일들을 팀장의 

저장소에서  

종합하여 전반적인 테스트 

진행 



상황 #2 로그인 프로그램 개발 

B 
Proc.java 

팀
장 

B의 

작업공간 

(저장소) 

Login.html 

Sign.html 

Proc.java 

1. B가 작성한 파일의 변경을 요구할 때도 

팀장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데 전혀 

지장없고 

 

2. B는 변경완료 된 파일을 제출함과 동시에 

팀장은 그것을 간단한 작업을 통해 다시 테스트 

가능 

 

3. 팀장은 예전에 B가 작성했던 파일도 불러올 

수 있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소스코드를 형상관리하게 

된다. 

ver 0.1 

ver 0.2 

   …  

ver 1.2 



What? 



Git & Github 

Git 

• 소스버전 (형상관리) 프로그램 

• 로컬 저장소 (Stage) 

• 원격 저장소 (Repositories) 

• 리누스토발즈가 리눅스 커널개발에 이용하려고 만들었음 

Github 

• 원격 저장소를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공간 

•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소를 공개해야함 

• Github를 통해 비공개로 개발 하려면 비용부과 



Git 주요 개념 

Branch 



Git 주요 개념 Branch 

 

- Git 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 독립적인 개발 작업 공간 

   => 원격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모두 복사 한 후에 독립적인 공간에서 

개발이 가능 

Ex) 하나의 앱이 있는데, 기본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있고 중국어 버전을 

개발하려고 한다. 

한국어 (브랜치) 중국어 브랜치 생성 후 작업 

코드 

복사 



Git 주요 개념 

Checkout 



Git 주요 개념 Checkout 

 

- 브랜치로 이동하기 위한 절차 (명령어) 

- Checkout 과 동시에 새로운 브랜치 생성도 가능 (git checkout –b 

LangCN) 

Ex) 중국어 브랜치로 이동 후 작업을 

진행 

한국어 (브랜치) 중국어 브랜치 이동 후 작업 

브랜치 

이동 



Git 주요 개념 

Commit 



Git 주요 개념 Commit 

 

- 개발 작업 후 로컬저장소에 반영하는 과정 

- Commit 할 땐 항상 정보를 남기게 된다. (해쉬코드) 

   => 각각의 브랜치에서 어느 부분의 내용이 수정 

되었는지, 

- 필요할 땐 예전에 Commit 했던 내용들을 불러올 수 

있음. 

Ex) 중국어 브랜치로 개발 진행을 하며 작업 중간중간에 저장소로 

Commit 

중국어 브랜치 

commit 

로컬 저장소 

… 

… 



Git 주요 개념 

Merge 



Git 주요 개념 Merge 

 

- Commit 된 브랜치들의 파일들을 합치는 작업을 할 때 사용  

- 필요한 브랜치의 파일들을 합친 후 개발을 다시 진행할 수 있으며 

테스트도 가능 

Ex) 중국어 개발 작업 후 파일을 

병합 

한국어 (브랜치) 중국어 브랜치 

병
합 

병합 할 브랜치 (제품단계, 시험단계)  



Git 주요 개념 

Push & Pull 



Git 주요 개념 Push & Pull 

Push 

- Commit 된 브랜치들을 Commit 정보와 함께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하는 것 

- 원격저장소에서는 로컬저장소와 동일한 Commit 정보와  File들이 

남게 된다. 

Ex) 중국어 개발 작업 후 파일을 병합 후 

Push 

한국어 (브랜치) 중국어 브랜치 

병
합 

병합 한 브랜치 (제품단계, 시험단계)  

원격 저장소 

(github) 

로컬 저장소 

(내 컴퓨터) 



Git 주요 개념 Push & Pull 

Pull 

- 원격 저장소에 존재하는 Commit 정보와 File들을 모두 로컬 저장소로 

다운받는 것 

- 로컬저장소에서는 원격저장소와 동일한 Commit 정보와  File들이 남게 

된다. 

로컬 저장소 

(내 컴퓨터) 



Git 주요 개념 Commit 



Summary 



How? 



Github 가입 및 저장소 생성 

+ 그룹 생성 



GitHub 홈페이지 방문 

https://github.com 

Username, Email, 

Password(회원정보) 입력 

후, 

Sign up for GitHub 
클릭 

GitHub 가입 



GitHub 가입 

계정 생성 확인 

가능 

계정 생성 완료 



GitHub 저장소 생성(개인) 

New repository 

클릭 



GitHub 저장소 생성(개인) 

저장소 이름 입력 

후, Create 

repository 클릭 



GitHub 저장소 생성(개인) 

개인 저장소 생성 완료 



GitHub 저장소 생성(그룹) 

 Account Settings 

 Organizations 

 Create new organization 



GitHub 저장소 생성(그룹) 

 저장소 이름 입력 

 mail 주소 입력 

 Create Organization 클릭 



GitHub 저장소 생성(그룹) 

그룹 멤버 추가 



GitHub 그룹 저장소 

HOME 버튼 

저장소 확인 

선택 저장소 

안에 

파일 만들기 



GitHub 그룹 저장소 파일생성 

생성 파일 이름 

파일에 대한 설명 

파일 public/private 여부 결정 

Private으로 할 경우 

 추가요금 발생 

파일 생성 완료 



GitHub 그룹 저장소 파일생성 

생성완료 



GitHub 그룹 저장소 setting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 확인 

그룹 멤버 확인/제거/추가 

그룹 멤버 확인_private/public 

사용자 

개인 저장소 

그룹 저장소 



Get started! 



•Git for Windows 두 가지 방식의 환경을 제공 ( GUI, CLI ) 

 

•GUI (Graphic User Interface)  -  Git GUI 

    사용자가 그래픽을 통해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하는 작업환경 

    배우기 쉽고 사용이 간편하나, 사용이 제한적 

    GUI 구성요소 : 윈도우창, 스크롤바, 아이콘, 이미지, 버튼 등 

      

•CLI (Command Line Interface)  -  Git Bash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단위로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하는 작업환경 

    명령어 사용법과 기능을 숙지하여야 하나, 명령 변환과 조합 기능으로 사용이  

    비제한적       

Git for Windows 



Git for Windows – 설치 (1) 

다운로드 주소 : http://www.git-scm.com/downloads 

클릭!  

다운로드 

http://www.git-scm.com/downloads
http://www.git-scm.com/downloads
http://www.git-scm.com/downloads


• 다운받은 설치파일 실행 (Git-1.9.0-preview20140217) 

Git for Windows – 설치 (2) 

설치파일 실행 

초기화면 

설치할 폴더 

정하기 



Git for Windows – 설치 (3) 

[Advanced context menu] 체크 시,  

      마우스 우 클릭 시, Git에 대한 퀵-메뉴 사용 

가능 

Git 명령어 사용을 위한 환경 선택하는 화면 

Use Git Bash Only :  

      해당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Git Bash에서만 Git 명령어들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환경변수 설정 X) 

Run Git from the Windows Command Prompt : 

     윈도우의 cmd프롬프트에서 실행하는 경우 (Git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경로가 환경변수에 추가됨) 

Run Git and included Unix tools from the Windows Command Prompt :  

     Git명령어 뿐만 아니라 여러 유닉스 명령어들을 윈도우 cmd 프롬프트에서 사용하는 것 



Git for Windows – 설치 (4) 

소스파일 내, 행 변환 문자에 대한 설정 

 

 

Windows : 행 변환 시, CRLF 사용 (1) 

UNIX : 행 변환 시, LF만 사용 (2) 

모든 설정 선택 후, 

설치화면 



Git Init Here : 해당 폴더를 Git Repository로 생성 

Git Gui : Git을 GUI 형태로 이용 (아이콘 위주) 

Git Bash : Git을 CLI 형태로 이용 (명령어 위주)  

Git for Windows – 구성 (1) 



※ Git Repository 생성 

 

1) Git Repository 로 만들고자 하는 폴더에 접근 

2) 마우스 우 클릭 후, Git Init Here 이용 

3) Git Init Here은 해당 폴더를 Git Repository로 생성 

Git for Windows – 구성 (2) 

해당 폴더가 Git Repository가 되어 숨겨진 폴더 ‘.git’폴더가 

생성  



Git Add all files now   

모든 새롭게 변경된 사항들을 스테이지에 등록 

 

Git Commit Tool  

커밋을 할 수 있는 Tool을 활성화 시킴 

이때, Tool은 Git Gui 버튼을 눌렀을 때와 같음 

Git for Windows – 구성 (3) 

변경된 사항이  

스테이지 등록 되기 

전 

변경된 사항이  

스테이지 등록 된 

후 



Git for Windows – 구성 (4) 

파일내용을 확인 (미리보기 

기능) 

변경사항 및 팀원에게 중요한 메시지 

전달   



Git for Windows – 구성 (5) 

파일내용을 확인 (미리보기 

기능) 

Commit 된 

파일목록 

변경사항에 대한 

메세지 

Commit History 정보확인 



Workflow 



Branch strategy 



Workflow – Branch strategy 

master 

develop 

임지민 정명학 최연상 김해연 

Product Beta Alpha 

단계별 Branch 생성, Branch는 많이 있어도 지나침이 없다. 

 

Develop Branch에서는 Alpha 레벨의 모든 브랜치를 종합하며 

Develop Branch의 개발과 테스트가 완료되면, master Branch로 

관리 



Workflow - Init 

>> git init 

>> git remote add <별칭> <git저장소주소> 

     ( git remote add origin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 

>> git clone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OR 

작업 폴더 

생성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https://github.com/Family-of-loves/TestLab.git


Workflow - Employee 

Git checkout 

Git pull master 

(develop) branch 

Develop 

Git add (Commit 

하기위한 파일등록) 

Git commit 

Git push 

폴더 생성 후 

Git 초기화 



Workflow - Employee 



Workflow - Manager 

Git checkout develop 

Git merge Alpha Git push develop 

폴더 생성 후 

Git 초기화 



Workflow - Manager 



상황 별 Tips 



코딩이 산으로 갔을 때, 이전 Commit 상태로 되돌리기 



코딩이 산으로 갔을 때, 이전 Commit 상태로 되돌리기 

코드를 작성하다가 실수로 잘못된 수정들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것들을 지난 Commit 상태로 돌려놓고 다시 코드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git reset --hard HEAD~3 

약 변경하려는 로컬저장소의 Commit이 이미 remote 저장소에 push가 된 

상태라면? 

git revert --hard 
현재 저장소의 HEAD로부터 과거 

3번째 Commit으로 돌아간다. 



현재 작업중인 내용을 저장소 상태를 저장해두고 

이전 Commit 상태로 돌리기 



현재 작업중인 내용을 저장소 상태를 저장해두고 이전 Commit 상태로 돌리기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새로 작성했거나 수정한 코드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부분적으로  

동작이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거나, 

기존코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하려면 저장소 상태를 이전 Commit상태로 checkout 

하게된다.  

이때 새로 작성한 부분들 또한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git stash (혹은 git stash save) 

git stash pop 

git stash apply 

git stash clear 

현재 상태 저장 

저장된 가장 최근 상태를 불러오고, 해당 stash 삭제 

Stash적용 후에도 해당 stash를 보관 하고 싶을 때 사용 

Stash된 내용들을 모두 삭제 

‘stash’ 란 ‘안전한 곳에 넣어두다’ 라는 뜻을 가졌다. 이 말 뜻 

그대로 stash 명령은  

현재 변경 상태를 잠시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Problem 



Conflict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의 commit 정보가 다른 경우 

생기는 문제 



Problem - Conflict 

원격 저장소에 push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conflict 

(rejected) 

두 사람이 하나의 파일을 동시에 수정 중이며 한 사람이 

Push 하고 

다른 사람이 동일한 파일을 수정한 후 push 를 하게 되면 

생김.  

조
건 



Solution 



Problem - Solution 

Github 에 Commit 된 내용을 로컬 저장소과 일치 

시켜야함. 



Problem - Solution 

충돌나는 부분 

편집 
<<<<<<<<< 

Push에 실패한 파일의 내용 

========= 

Commit이 되어있던 파일의 내용 

>>>>>>>>> Commit 시 생성 되었던 

해시코드 

 
여러군대라면 각각 위 형식처럼 표시됨 



Problem - Solution 

편집 후 commit 과 push 작업을 

진행 



항상 작업 전 pull 작업을 하세요. 

Back to Egit 



Q & 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