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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 GitHub 소개 
 

 GitHub 가입 및 원격 저장소 생성 
 

 EGIT(Eclipse GIT) Plug-In 설치 
 

 Eclipse와 GitHub 연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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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 GitHub 소개 
 



 Git 
◦ 소스 버전 관리 프로그램 
◦ 로컬 저장소 
◦ 원격 저장소(Web) 
◦ Commit & Push 
◦ Pull & Fetch 

 
 공식사이트 
◦ http://git-sc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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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it-scm.com/


 GitHub 
◦ Social Coding 
◦ 공개용 저장소(무료) 
◦ 개인 저장소(유료) 

 
 공식사이트 
◦ http://gith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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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ith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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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 가입 및  
원격 저장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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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 홈페이지 방문 
(http://github.com/) 

Sign up for free 버튼 클릭 

① 

② 

http://gith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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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입력 후 
Create an account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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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New repository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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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이름 입력 후 
Create repository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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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Settings > 
Organizations > Create new 
organization 

①클릭 

②클릭 

③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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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이름 및 이메일 
입력 후 
Create Organization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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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멤버 추가 
① 

②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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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IT(Eclipse GIT)  
Plug-In 설치 



 Eclipse Download 
◦ http://www.eclipse.org/downloads/ 
◦ Eclipse Indigo 버전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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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os(3.6) Indigo(3.7) Juno(3.8) 
출시연도 2010 2011 2012 

EGit plugin  
지원여부 X O O 

http://www.eclipse.org/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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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 Install New 
Softwar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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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git.org/
updates 입력 후 “OK” 

http://www.jgit.org/updates
http://www.jgit.org/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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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ipse EGit 체크 후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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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20 

Accept 후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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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완료되면 
“Restart Now” 버튼
을 클릭하여 이클립스
를 재시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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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ipse와 GitHub 연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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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기를 사용하
여 로컬 저장소
로 사용할 폴더 
미리 생성 

• 해당 Project 우
클릭 

• Team  > Shar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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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선택 
• 로컬 저장소로 쓰일 폴
더 경로 지정 

•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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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저장소로 사용
할 폴더 미리 생성 

• 해당 Project 우클릭 
• Team  >  Co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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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과 
관련된 정보
를  그룹원 
들에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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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Project 우클릭 
• Team  > Remote 
• Remote >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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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 protocol은 HTTP 
 
2. 해당 주소가 원격 저장       
   소의 주소임 

원격 저장소 주소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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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그룹의 원격 
저장소 주소 입력 

Protocol 모드는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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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Update 
체크 시 기존 
저장되어있던 
프로젝트가 삭
제 되기 때문
에 체크 해제 

① ② 

③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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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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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le > Import… 
 
2. Git > Projects from Git 
 
3. Next 

원격 저장소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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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RI 선택 
 
2. Next 

원격 저장소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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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할 원격 저장소 주     
소 입력(GitHub에서 확인
가능) 
 
2. Next 

원격 저장소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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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anch 선택 
 
2. Next 

원격 저장소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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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컬 저장소로 사용할   
    디렉터리 지정 
 
2. Next 

원격 저장소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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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ort existing   
    projects 
 
2. Next 
 
3. Finish 

원격 저장소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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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Import 되어있
는 Project가 수정
되었을 경우 Pull로 
간단하게 최신데이
터로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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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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