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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jQuery, angualr.js, bootstrap, backbone.

js, node.js, rails, django, cakePHP, sinatra, flask, play, symphony, 

bower, CoffeeScript를 들어 보았을 것이며,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라면 MariaDB, MongoDB, Redis, Neo4j, CouchDB 등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루비, 파이썬, 노드를 사용한 독자라면 루비젬(rubygem), pip, npm을 

사용해본 적이 있을 것이며, 맥으로 무언가를 개발하고 있다면 홈브류(homebrew)를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의 공통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요? 그것은 바로 GitHub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GitHub는 Git 리포지토리를 호스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부 개발자들이 Git
과 GitHub를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사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독자분들께서는 “그럼 이 책은 GitHub 책이니까 Git을 따로 공부

하고 봐야겠네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도 일반 실무에서 쓰이

는 Git 관련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읽으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도 약간의 Git 책이 출간되어 있긴 하지만, GitHub 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GitHub 책을 집필하려고 저자를 섭외하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들려오지 

않네요). 때문에 이 책이 출간된다면 국내에서 첫 번째 GitHub 관련 도서가 될 것입

니다.

이 책의 원서를 처음 접했던 것은 지난 3월 일본 여행을 갔을 때로, 아키하바라에

서 일주일간 체류하던 중 요도바시 카메라에 있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발

견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일반적으로 경제경영, 인문학 책이 대부분인 해당 목록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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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GitHub를 다루는 책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잠시 앉아서 책을 살펴보

았었는데, 그 후 국내에는 GitHub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GitHub를 다룬 서적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하고 개탄하며 외국의 여러 GitHub 

책들을 뒤져보다가 결국엔 역시 이 책을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

네요.

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1장은 기본적인 소개 내용이고 2장부터 5장

까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본 Git 내용입니다. 타 Git 도서와 GitHub 책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너

무 자세해서 ‘편리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기능’까지 확인할 수 있

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GitHub의 핵심 기능인 Pull Request를 독자가 

직접 보내는 경험을 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진짜로 Pull Request를 보내면 저자가 

반영해 주는 방식입니다(한국에서는 역자가 해드립니다. 혼자 해내느라 대응이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자가 직접 반영해 준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GitHub 책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와 달리 8장부터 10장은 읽다

가 서점에서 코피를 터뜨리며 “그래! 이 책을 번역해야겠어!” 하고 결심하게 된 결

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저자가 실무에서 오랫동안 GitHub를 활용해 본 

경험이 풍부한지라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

허할 만큼 정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

네요.

책을 번역하고 있는 중이었던 8월에 다시 일본 서점에 갔을 때도 베스트셀러 도서 

책장에 여전히 이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자 서문을 쓰고 있는 현재 11월

에도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머물러 있네요. 어째서 이 책이 일본에서 오랜 기간 베스

트셀러로 사랑을 받는지, 어떤 연유로 역자인 제가 서점에서 코피까지 터뜨렸는지는 

직접 책을 읽으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번역서를 접하실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번역하면서 한 가지 규칙

을 정했습니다. GitHub라는 사이트 자체가 대부분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지라 Pull 

Request, Fork 외에 Git을 사용하면서 자주 접하게 될 pull, push, checkout, 

merge 등도 번역하면서 모두 일본어를 모두 영어 또는 영문을 한글로 음차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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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였습니다(예: マージ를 merge로 번역). 

이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실장님과 현지환 대리님, 담당자 이주

원 님께 감사를 표하며, 또한 책 교정에 도움을 주신 윤아현, 안광섭, 조선미, 송종

근, 장창이, 김주아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

윤인성



xxvi

이 책은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는 GitHub를 실무에서 어떻게 사

용하는지 설명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GitHub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GitHub를 활용한 개발 진행 과정과 개발을 지원해 주는 추가적인 도구들도 함께 설

명합니다.

실무에서 코드를 개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 또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 코드 리뷰가 충분하지 않고, 리뷰가 느리다고 생각한 경우

• 작성한 본인밖에 모르는 코드, 불안한 느낌의 코드가 실제 환경에서 Deploy한 경우

• 코드 입력 오류,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코드를 작성한 경우

• 코드를 서로서로 리뷰하며 지식 공유, 상호 학습, 지적, 개선하는 기회가 없는 경우

• 하루에도 여러 개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빠른 개발 진행 과정이 도입되지 않은 경우

GitHub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GitHub는 실제 개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하는데, 이 책에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을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GitHub로 다양한 개발 진행 과정을 개선해 왔던 저자의 풍부한 경

험을 토대로 정리한 책이므로, 실무에서 GitHub를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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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열 개의 장과 두 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장  GitHub 세계에 어서오세요

GitHub가 무엇이고, 무엇이 혁신적인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설명합니

다. GitHub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세계에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소셜 코딩의 개

념을 제공했는데요. 소셜 코딩이 무엇이며, 이것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설명

합니다.

 ● 2장  Git 기본

GitHub를 사용하려면 버전 관리 시스템 Git을 알아야 합니다. Git의 기본적인 개

념을 배우고, 설치와 설정을 수행합니다.

 ● 3장  GitHub 사용 준비

GitHub 계정(무료)을 작성하고 기본적인 설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실제로 작동

되는지 동작을 확인합니다. GitHub에서 리포지토리를 작성하고 코드를 공개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이 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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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장  Git을 직접 사용하면서 배우기

GitHub를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Git을 직접 코드를 입력해 가면서 배웁니

다. 기본적인 조작 방법부터 여러 사람이 함께 개발할 때에 필요한 조작까지 직접 입

력해 보기 바랍니다.

 ● 5장  GitHub의 기능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화면을 보면서 GitHub의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소스 코드 확인 기능도 자세

히 설명합니다. 이미 GitHub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한번 훑어보기 바랍니다.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팁 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6장  Pull Request를 해보자

GitHub를 대표하는 기능인 Pull Request를 설명합니다. 직접 따라 하면서 확인

할 수 있게 구성했으므로 Pull Request를 보내보기 바랍니다.

 ● 7장  Pull Request가 도착한다면

Pull Request가 들어온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리포지토리를 관리하는 사람

의 입장이 되어 설명합니다.

 ● 8장  GitHub와 연계되는 툴과 서비스

앞부분에서는 CLI 환경에서 GitHub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hub 명령어

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지속적 통합(CI)을 GitHub와 연동할 수 있는 

Travis CI, Jenkins의 구축과 설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GitHub와 연동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들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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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장  GitHub를 사용하는 경우의 개발 진행 과정

GitHub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GitHub Flow, Git Flow라는 두 개의 개발 진행 

과정을 설명합니다. 각각의 개발 진행 과정을 팀에서 활용할 때의 기본적인 방식, 각 

개발 진행 과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직접 코드를 입력하면서 수행해 봅니다.

 ● 10장  회사에서 GitHub 사용하기

회사에서 GitHub를 도입할 때 생각할 것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보

안, 장애 정보, GitHub Enterprise 등 실제로 GitHub를 회사에서 도입할 때 알아

야 하는 것들과 노하우를 설명합니다.

 ● 부록 A  GitHub GUI 클라이언트

팀원 모두가 CLI 조작에 익숙한 것은 아니므로 GitHub를 지원하는 GUI 클라이

언트 도구도 소개합니다.

 ● 부록 B  Gist로 코드를 쉽게 공유하기

샘플 코드 또는 로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ist를 설

명합니다. 작은 코드는 일반적으로 Gist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xxxi

  김민수(프리랜서)

VCS와 Git, 그리고 최근의 대세라는 Github에 관심과 궁금함은 있는데 아직 입문

도, 활용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빨리 적용해 보고 싶은 마음만 앞서는 상

태에서 이 책을 만났고, 이도 저도 못하고 있던 제게 아주 적절한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어요. 매우 친절히 설명해 주고, 과정을 찬찬히 밟아 나가는 도중에도 부분마다 

깨알 같은 조언도 놓치지 않고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경(다음카카오) 

GitHub는 옵션이 아닌 BugTracker처럼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한 필수 제품입니다. 

그러나 git 명령어 책은 많아도 GitHub에서 Pull Request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 책을 마지막까지 읽는다면 이와 같은 궁금증

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GitHub(+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는 IT 기업

들의 개발 방법론을 습득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백경윤(다음카카오)

이 책은 굉장히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소셜 코딩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자

신감을 심어 줍니다. 평소 GitHub에 관심은 있었지만 사용해 보기가 어려웠다거

나 거리감이 느껴졌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베타리딩을 통해 저

도 GitHub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깨우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주위에 더욱더 

GitHub를 알리고 널리 전파하는 중입니다. 꼭 한 번 읽어 보세요.

  송영준(ZUM internet)

적은 페이지 수에도 불구하고 Git을 중심으로 GitHub, branch 등의 활용 전략과 

Git과 연계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법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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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도 다소 있으나 자주 사용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를 훑으므로 평소 

GitHub에 접근하기 어려워했다거나 Git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이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아름

많이 들어는 봤지만 직접 쓸 일이 없던 것 중 하나가 바로 GitHub였습니다. 처음 입

문하기에는 어렵다 싶어 주저했는데, 이 책으로 차근차근 따라 해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제(레진엔터테인먼트)

이 책을 베타리딩하면서 저 역시 GitHub를 사용한 지 오래되었지만, 익숙하지 않았

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몰랐던 기능들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GitHub와 연동되는 다른 툴들의 소개는 무척 유익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혼

자서만 코드를 관리하던 개발자들이 다른 개발자들과 협업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처음 GitHub를 접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GitHub가 뭐냐고 

막연히 묻지만 말고, 이 책을 꼭 읽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최해성(티켓몬스터)

입문서로는 괜찮은 도서로, Git의 기본 사용법과 브랜치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통해 

쉽게 알려 주는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Pull Request를 하는 방법은 오픈 

소스 진영에 참여하는 데 있어 그 장벽을 상당히 낮추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적은 분량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

운 개념의 툴은 가볍게 소개하는 정도만 하고, 기본 개념을 심화하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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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란 무엇일까요? 어째서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GitHub를 사용하고 있

는 것일까요? 이번 장에서는 GitHub가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합

시다.

1.1
GitHub란?

GitHub는 친구, 동료는 물론 낯선 사람과 함께 코드를 공유하고자 만든 Git 리포

지토리의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GitHub 회사와 octocat

GitHub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입니다. GitHub는 octocat이라고 

불리는 문어와 고양이를 합쳐놓은 것 같은 마스코트 캐릭터(그림 1.1)도 있습니다. 

octocat은 그림 1.2처럼 다양하게 변형된 모습들이 존재합니다주1.

 그림 1.1   octocat

주1    https://octodex.gith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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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octocats

일반적인 Git 리포지토리 호스팅 서비스가 아니다

GitHub는 Git 리포지토리(repository) 호스팅 기능 이외에도 개발자와 팀이 빠른 

속도로 좋은 품질의 코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

능들은 다음 장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GitHub는 초기에 창업자 중 한 명인 크리스 완스트레스(Chris Wanstrath)가 친구

들과 함께 코드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Git 리포지토리 호스팅 서비스를 필요로 한 

덕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GitHub란 프로덕트의 첫 번째 목표였다는 것

은 그가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주2.

주2  http://www.slideshare.net/rubymeetup/inside-github-with-chris-wanstr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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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 이용 형태

GitHub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1,780개 이상의 리포지토리를 호스팅했습니다주3. 

전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밤낮으로 연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GitHub와 Git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itHub와 Git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 

책에서는 GitHub와 Git을 계속 구별해서 표기합니다.

Git은 Git 리포지토리라고 불리는 데이터 저장소에 소스 코드 등을 넣어서 이용하는 것으

로, 이러한 Git 리포지토리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GitHub입니다.

한마디로 GitHub에서 공개되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모두 Git으로 관리됩니다. Git에 

대해서 이해해야 GitHub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Git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

히 설명하겠습니다.

GitHub와 Git의 차이Column

1.2
GitHub를 사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전 세계의 프로그램 개발 현장은 GitHub의 등장과 함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히 혁명이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아직 GitHub
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지 않은 독자를 위해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서 어떻게 

GitHub를 도입하고 있는지 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3  https://github.com/features/h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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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형태 변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소

프트웨어로는 그룹웨어와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

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의 일반 사무 직종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개발자 중심의 소프트웨어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버전 관리 시스템, 버그 트래킹 시스템, 

코드 리뷰 시스템, 메일링 리스트, IRC 등 다양한 툴을 만들어 협업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던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의 형태가 

GitHub에 의해 상당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부터 몇 가지 기능을 소개하겠습

니다.

 ● 개발자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Pull Request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참가하고 있는 GitHub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이 무

서운 속도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한데 모여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표현합니다. 각자 지구 반대편에서 생활하는 개발자들이 함

께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Pull 

Request’라고 불리는 기능 때문입니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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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Pull Request 화면

Pull Request는 GitHub에 있는 Git 리포지토리에서 변경하고 싶은 소스 코드를 

주고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Pull Request를 기반으로 댓글을 주고받

을 수도 있습니다. ‘버그를 고쳤는데,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은 댓글부

터 ‘새로운 기능을 작성했는데, 이 코드를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은 댓글도 있습

니다.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싶은 기능을 넣도록 요청할 수 있습

니다. 물론,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정책에 어긋나는 변경 사항은 반영하지 않

을 자유도 있습니다.

GitHub의 Pull Request는 소스 코드 변경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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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림 1.4처럼 특정한 위치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코드와 

관련된 구체적인 토론과 리뷰가 가능해집니다.

 그림 1.4   실제 코드 위에 댓글을 다는 모습

 ● 특정 사용자에게 이야기

지금까지 살펴본 기능 외에도 편리한 기능이 많습니다. 일정 관리 또는 버그 보고는 

Issue(이슈) 기능을 사용합니다. 특정한 사용자에게 Issue를 보여 주고 싶을 때는 ‘@사

용자 이름’이라고 적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사용자에게 Notification주4이 보내

집니다. 또한, Wiki 기능도 제공하므로 쉽게 문서를 작성하고 공개, 공유할 수 있습니

다. Wiki 기능은 문서에서 변경된 부분을 차근차근 저장하기에 관리가 무척 쉽습니다. 

 그림 1.5   ‘@사용자 이름’을 적어서 댓글을 다는 모습 

주4  Notification에 대해서는 5장(142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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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tHub Flavored Markdown

GitHub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모든 글이 GitHub Flavored Markdown(이

하 GFM)이라 불리는 기법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읽기 쉽게 댓글을 작성하거나 문

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주5. 한 개의 기법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곳에 활

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일입니다. 그중에서 특징적인 기능으로 댓글에 

그림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림과 글자를 함께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GitHub의 보급으로 인해 Markdown 문법을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늘고 있습

니다.

‘@사용자 이름’의 형태뿐만 아니라 GitHub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더 있습니다.

‘@Organization 이름’을 입력하면 Organization에 소속된 사용자 전부에게 Notification

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Organization 이름/팀 이름’을 입력하면 팀에 소속된 사용자 

전부에게 Notification을 보낼 수 있습니다주a.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Notification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리포지토리의 Issue 번호의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사용자 이

름/리포지토리 이름#번호’를 입력하면 지정한 리포지토리의 Issue 번호 링크가 만들어집니

다. 이렇게 특정한 형식으로 작성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Column

주a  Organization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10장의 291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팀이 작성하던 소프트웨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GitHub는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과도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른 팀이 만든 흥미 있는 리포지토리를 Watch에 등록하면, 해당 리포지토리와 관

주5  GFM과 관련된 내용은 3장의 42쪽, 5장의 112쪽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GitHub를 사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9

련된 정보가 News Feed(뉴스 피드)에 나옵니다(그림 1.6).

 그림 1.6   다양한 리포지토리의 정보가 News Feed에 나오는 모습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리포지토리를 Watch에 등록하

면, 새로운 버전의 새로운 기능과 버그 수정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

다. 물론, 독자가 직접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으

로 의견 제시를 해봅시다. 필요하다면 Pull Request로 코드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옆 팀이 개발하고 있는 리포지토리를 Watch에 등록하면, 기능이 어느 정도 구현

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 또는 라이브러리를 개

발하고 있다면, 이런 기능을 자신의 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공되

고 있는 라이브러리 등을 자신의 리포지토리로 옮겨와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작성하

고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다른 개발자들과 

곧바로 협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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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프트웨어 세계와 같은 개발 스타일

GitHub를 회사에서 사용하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과정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던 개발자는 회사마다 

있는 독자적인 툴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들

어가자마자 곧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GitHub를 이

용하면 대학에서 졸업하고 곧바로 회사에 들어온 1년차 프로그래머도 곧바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공개 소프트웨어 세계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회사에서의 소프트웨어 개

발의 차이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물론, 기업에서 Git 리포지토리가 공개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3
소셜 코딩이란?

GitHub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셜 코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서비스입

니다. 이러한 개념은 세계의 많은 개발자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방

법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소셜 코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셜 코딩(Social Coding)’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 본 적이 없

다면, 그림 1.7의 로고는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 그림은 과거의 GitHub의 로

고 입니다. 로고를 보면 ‘SoCIal CodING’이라는 영문이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4월부터는 그림 1.8의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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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GitHub의 옛날 로고

 그림 1.8   GitHub의 새로운 로고

GitHub주6는 소셜 코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서비스입니다. GitHub가 등장

하면서 ‘소스 코드를 소유하는 권리’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현

재는 모든 사람이 쉽게 소스 코드를 소유하고, 변경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GitHub
를 사용하면 모든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날마다 수

많은 개발이 GitHub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itHub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Committer라고 불리는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

는 특권 계층에 의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발자가 소

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공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권 계층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는 빠르게 개발되던 유명 프로그램도 시간이 지나면

서 쓰이지 않게 되는 일이 허다해졌습니다.

그러나 GitHub가 등장하면서 개발자 세계에는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고, 모든 사

람이 평등하게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

발계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GitHub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소

주6  http://gith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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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코딩’이라는 특성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코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셜 코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

들어 준 GitHub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GitHub의 개별적인 기능과 관련된 이야

기는 3장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4
소셜 코딩을 해야 하는 이유

IT 산업은 잦은 이직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업계입니다. 유명 개발자들의 블로

그를 보면 월초에 ‘입사했습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반해, 월말에는 ‘퇴사하게 되었습

니다.’라고 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갑자기 당신이 개발자 채용 담당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개발자 or 없는 개발자

• 최신 소프트웨어를 잘 알고 있는 개발자 or 잘 모르는 개발자

•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소프트웨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 or 

이해하지 못하는 개발자

이런 개발자들이 있다면 어느 쪽을 채용하고 싶으신가요? 이 경우 후자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셜 코딩 또는 GitHub가 중요합니다.

드넓은 개발 세계

회사라는 갇힌 세계에서만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없습니다. 

일에서 사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지식을 얻으려면 다양한 개발 문화

를 접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목받는 소스 코드 또는 기

술, 설계, 문화 등에 눈을 돌리면 자신의 소스 코드와 성과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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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유명한 프레임워크의 구현 방식 등을 참고해 가며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개발자

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웹 업계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중요히 여깁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졌고, 인간성이 좋으

며, 쉽게 협조를 잘하고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빠

른 기술 발달로 인해 한 개의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도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

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코드를 잘 

작성하는 개발자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드를 잘 작성한다는 것을 대체 어떻게 판별할까요? 이는 작성한 코드를 직

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은 GitHub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소스 코드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보면 해당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 GitHub를 봐도 해당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개발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셜 코딩을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들도 당신

이 작성한 코드를 보고 채용을 결정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만

든 것을 세상에 보여 주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개발을 생업으

로 삼고 있는 직업 프로그래머도 반드시 소셜 코딩을 해야 합니다.

GitHub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

이번에는 GitHub가 다른 단순한 리포지토리 호스팅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저

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GitHub는 지금까지의 리포지토리 호스팅 시스템과 다르게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

다. 지금까지의 리포지토리 호스팅 서비스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리포지토리의 관리자가 누구인지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무슨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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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GitHub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였고, 그 사람

이 공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주7에 표시되

는 News Feed로 그 사람이 GitHub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개발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개발자가 하는 것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되

는 것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던 개발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으며, 학

교 동급생 또는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코드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GitHub가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인 것입니다.

1.5
GitHub가 제공하는 주요한 기능

GitHub는 개발자가 좋은 코드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

니다. 이번 절에서는 GitHub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Git 리포지토리

GitHub에서 제공되는 Git 리포지토리(repository)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몇 개

를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공개 리포

지토리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자신만 볼 수 있게 만들거나, 한정된 사람만이 열람

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면 비공개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공개 리포지토

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달 7달러 이상을 GitHub에 지불해야 합니다. 금액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https://github.com/plans를 참고하세요.

주7  대시보드와 관련된 내용은 5장 96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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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일반적으로 개인 용도로만 GitHub를 사용한다면 개인 계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회사 등에서 GitHub를 사용한다면 organization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organization 계정을 사용하면 계정의 권한 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

으며, 지불 방법 등을 통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개 리포지토리만 사용한다면 무료로 제공되는 organization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계정은 스터디 또는 IT 계열의 커뮤니티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

우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GitHub를 사용하려면 유료 계정을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Issue

한 개의 작업 또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의 Issue를 생성합니다. Issue를 생성

하면 해당 작업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버그 관

리 시스템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후에 설명하는 Pull 

Request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하나의 Issue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기능 추가 또는 수정을 할 때는 하나의 Issue가 만들어지며, 

토론 등도 해당 Issue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Issue를 보면 해당 변경 사

항과 관련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Git commit 메시지에 ‘#7’처럼 Issue Id를 추가하면 GitHub에서 자동으로 

commit 링크가 붙습니다. 특정한 형식으로 commit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Issue를 close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장의 111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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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Wiki 기능은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개발 문서 

또는 매뉴얼 등을 기록할 때 사용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는 GFM이라는 형식을 사

용하는데, 이는 5장 125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Wiki 페이지도 Git 리포지토리에서 관리되므로 변경 내역 등이 모두 기록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페이지를 작성해도 됩니다. clone해서 편집 또는 확인하는 것도 가

능하므로 개발자들이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Pull Request

Pull Request는 다른 사람의 리포지토리에 자신이 push한 변경 사항 또는 기능 

추가 사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기능입니다. Pull Request를 보내면 다른 사람

의 리포지토리 관리자들이 자신들에게 보내진 Pull Request의 내용 또는 포함된 코

드의 변경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또한, 그렇게 제출된 Pull Request의 내용이나 소스 코드를 함께 토론하기 위한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코드의 한 줄마다 댓글을 작성하며 프로

그래머들이 문제를 두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ull Request와 관련된 내용은 6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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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에서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표 a).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분들도 한 번쯤 사용해 보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GitHub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https://github.com/trending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표 a   GitHub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이름 설명 GitHub 경로

Ruby on Rails 루비(Ruby)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오픈 

소스 Web 프레임워크

https://github.com/rails/rails

node 자바스크립트(JavaScript)와 관련된 가

장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 Node.js라고 

부릅니다.

https://github.com/joyent/node

jQuery 현재 전세계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https://github.com/jquery/jquery

Symfony2 PHP로 작성된 풀 스택 웹 프레임워크 https://github.com/symfony/

symfony

Bootstrap 트위터 같은 인터페이스를 작성할 수 있

는 컴포넌트 집합

https://github.com/twbs/

bootstrap

GitHub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웨어Column

1.6
정리

이번 장에서는 소셜 코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GitHub에 대해서 간단히 살

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