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Control with Git: Powerful tools and techniques for collaborative software 
development(2/e)
by John Loeliger & Matthew McCullough

© 2013 J-Pub Co. 

Authorized Korean translation of the English edition of Version Control with Git 2E, ISBN 9781449316389 © 2012 John Loeliger

This Translation is published and sold by permission of O'Reilly Media, Inc., which owns or controls all rights to publish and sell 

the same.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에이전시 원을 통해 저작권자와의 독점 계약으로 제이펍 출판사에 있습니다. 

신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초판 1쇄 발행  2013년 11월 30일

지은이 존 롤리거, 매튜 맥컬러프

옮긴이 윤순백

펴낸이 장성두

펴낸곳 제이펍

출판신고 2009년 11월 10일  제406-2009-000087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도시 530–1 뮤즈빌딩 403호
전화 070–8201–9010 / 팩스 02–6280–0405
홈페이지 www.jpub.kr / 이메일 jeipub@gmail.com

편집부 이민숙, 이 슬 / 본문디자인 북아이

용지 신승지류유통 / 인쇄 한승인쇄 / 제본 광우제책사

ISBN 978-89-94506-81-4 (93000)
값 30,000원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펍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제이펍은 독자 여러분의 책에 관한 아이디어와 원고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으로 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원고가 있으신 분께서는 책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차례, 구성과 저(역)자 약력 등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jeipub@gmail.com





차례

CHAPTER  1     소개 1

배경	 1

Git의	탄생	 2

전례	 5

타임라인	 7

이름의	의미	 8

CHAPTER  2     Git 설치하기 9

리눅스	바이너리	배포판	사용하기	 9
데비안/우분투 9
기타 바이너리 배포판 11

소스	릴리스	얻기	 12

빌드와	설치	 13

윈도우즈에서	Git	설치하기	 15
시그윈 Git 패키지 설치하기 15
독립형 Git 설치하기 17

CHAPTER  3     시작하기 21

Git	명령행	 21

간단한	Git	사용법	 24

옮긴이 머리말   ⅩⅣ

표지에 대하여  ⅩⅥ

이 책에 대하여  ⅩⅧ



V차례

첫 저장소 만들기 24
저장소에 파일 추가하기 25
커밋 작성자 구성하기 27
또 다른 커밋하기 27
커밋 보기 28
커밋 차이점 보기 30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제거하고 이름 바꾸기 31
저장소 복사본 만들기 32

구성	파일	 33
별칭 구성하기 35

질문	 36

CHAPTER  4     Git의 기본 개념 37

기본	개념	 37
저장소 37
Git 객체 유형 38
인덱스 39
콘텐츠 주소화 이름 40
Git은 콘텐츠를 추적한다 40
경로 이름과 콘텐츠 42
팩 파일 43

객체	저장소	그림	 44

주요	Git	개념	 46
.git 디렉터리 내부 46
객체, 해시 및 blob 48
파일과 트리 49
Git에서의 SHA1 사용 50
트리 계층 구조 52
커밋 53
태그 55

CHAPTER  5     파일 관리와 인덱스 57

인덱스의	모든	것	 58

Git의	파일	분류	 59

git	add	사용하기	 61



차례VIVI

git	commit	명령	사용하기	 64
git commit --all 사용하기 64
커밋 로그 메시지 작성하기 66

git	rm	사용하기	 66

git	mv	사용하기	 69

이름	변경	추적하기	 71

.gitignore	파일	 72

Git의	객체	모델과	파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	 74

CHAPTER  6     커밋 79

원자적	변경	세트	 80

커밋	식별하기	 81
절대적 커밋 이름 82
참조와 심볼릭 참조 83
상대적 커밋 이름 85

커밋	히스토리	 87
기존 커밋 보기 87
커밋 그래프 90
커밋 범위 95

커밋	찾기	 100
git bisect 사용하기 100
git blame 사용하기 106
Pickaxe 사용하기 107

CHAPTER  7     브랜치 109

브랜치를	사용하는	이유	 109

브랜치	이름	 111
브랜치 이름의 규칙 111

브랜치	사용하기	 112

브랜치	만들기	 114

브랜치	이름	나열하기	 115

브랜치	보기	 116

브랜치	체크아웃하기	 119



VII차례

브랜치 체크아웃에 대한 기본 예제 119
커밋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의 체크아웃 120
변경 사항을 다른 브랜치로 병합하기 122
새 브랜치를 만들고 체크아웃하기 124
독립된 HEAD 브랜치 125

브랜치	삭제하기	 127

CHAPTER  8     Diff 131

git	diff	명령의	형식	 133

간단한	git	diff	예제	 137

git	diff와	커밋	범위	 141

git	diff에서	경로	제한하기	 144

서브버전과	Git의	차이점	검색	방법	비교	 147

CHAPTER  9     병합 149

병합	예제	 150
병합 준비하기 150
두 브랜치 병합하기 150
충돌이 있는 병합 153

병합	충돌	처리하기	 158
충돌이 발생한 파일 찾기 159
충돌 조사하기 160
Git에서 충돌을 추적하는 방법 165
충돌 해결 마무리하기 167
병합 취소 또는 다시 시작하기 169

병합	전략	 170
퇴화 병합 173
일반 병합 175
특수 병합 177
병합 전략 적용하기 177
병합 드라이버 179

Git	병합의	특징	 180
병합과 Git의 객체 모델 180
스쿼시 병합 182



차례VIIIVIII

변경 사항을 하나씩 병합하지 않는 이유 183

CHAPTER  10   커밋 수정하기 185

히스토리	수정과	관련된	주의	사항	 187

git	reset	사용하기	 188

git	cherry-pick	사용하기	 198

git	revert	사용하기	 200

reset,	revert	및	checkout	 201

최상위	커밋	변경하기	 203

커밋	리베이스하기	 206
git rebase -i 사용하기 209
리베이스 VS 병합 214

CHAPTER  11   Stash와 Reflog 221

Stash	 221

Reflog	 232

CHAPTER  12   원격 저장소 239

저장소	개념	 240
베어 및 개발 저장소 240
저장소 복제 242
원격 저장소 243
브랜치 추적하기 244

다른	저장소	참조하기	 245
원격 저장소 참조하기 246
refspec 248

원격	저장소	사용	예제	 251
권한이 있는 저장소 만들기 251
고유한 원본 리모트 만들기 253
로컬 저장소에서 개발하기 256
변경 사항 푸시하기 256
새 개발자 추가하기 258



IX차례

저장소 업데이트 가져오기 260

그림으로	보는	원격	저장소	개발	주기	 266
저장소 복제하기 266
대체 히스토리 268
논패스트포워드 푸시 269
대체 히스토리 가져오기 270
히스토리 병합하기 271
병합 충돌 272
병합된 히스토리 넣기 273

원격	구성	 274
git remote 사용하기 274
git config 사용하기 276
수동 편집 사용하기 277

추적	브랜치	작업하기	 277
추적 브랜치 만들기 277
전후 관계 281

원격	브랜치	추가	및	삭제하기	 282

베어	저장소와	git	push	 284

CHAPTER  13   저장소 관리 287

서버의	의미	 287

저장소	게시하기	 288
액세스 권한 제한이 있는 저장소 289
익명 읽기 권한이 있는 저장소 290
익명 쓰기 권한이 있는 저장소 295
GitHub에 저장소 게시하기 295

저장소	게시에	관한	조언	 297

저장소	구조	 298
공유 저장소 구조 298
분산 저장소 구조 299
저장소 구조 예제 300

분산	개발	환경의	특성	 303
공용 히스토리 변경하기 303
분리된 커밋 및 게시 단계 304
분산 환경에서의 진짜 히스토리 304

위치	파악하기	 306



차례XX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306
관리자와 개발자의 역할 307
관리자와 개발자의 상호 작용 308
역할 이중성 309

여러	저장소	이용하기	 311
사용자의 작업 공간 311
시작 위치 선택 311
다른 업스트림 저장소로 변환하기 312
여러 업스트림 저장소 사용하기 314
프로젝트 포크하기 317

CHAPTER  14   패치 321

왜	패치를	사용해야	하는가?	 322

패치	생성하기	 323
패치와 위상 정렬 333

패치	이메일	보내기	 334

패치	적용하기	 337

나쁜	패치	 346

패치와	병합	비교	 346

CHAPTER  15   후크 347

후크	설치하기	 349
예제 후크 350
첫 번째 후크 만들기 351

사용	가능한	후크	 354
커밋 관련 후크 354
패치 관련 후크 355
푸시 관련 후크 356
기타 로컬 저장소 후크 358

CHAPTER  16   프로젝트 결합하기 359

기존	해결책:	부분	체크아웃	 360

확실한	해결책:	사용자의	프로젝트로	코드	가져오기	 362



XI차례

복사를 통해 하위 프로젝트 가져오기 364
git pull -s subtree 명령으로 하위 프로젝트 가져오기 364
업스트림에 변경 사항 제출하기 370

자동화된	해결책: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로	하위	프로젝트	체크아웃하기	 370

네이티브	해결책:	gitlinks와	git	submodule	 372
Gitlink 373
git submodule 명령 376

CHAPTER  17   하위 모듈 모범 사례 381

Submodule	명령	 382

하위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	 383

하위	모듈	준비	 384

왜	읽기	전용인가?	 385

왜	읽기	전용이	아닌가?	 386

하위	모듈	커밋의	해시	조사하기	 386

자격	증명	재사용	 387

유스	케이스	 388

저장소의	다중	중첩	 389

하위	모듈에	대한	전망	 389

CHAPTER  18   SVN 저장소와 함께 Git 사용하기 391

예제:	간단한	단일	브랜치	복제본	 391
Git에서 변경 사항 적용하기 395
커밋 전에 가져오기 396
git svn rebase를 통해 커밋하기 398

git	svn	명령을	이용한	푸시,	풀,	분기	및	병합	 399
커밋 ID를 선형으로 유지하기 400
모든 브랜치 복제하기 402
저장소 공유하기 404
SVN에 다시 병합하기 406

SVN	작업에	관한	기타	사항	 408
svn:ignore와 .gitignore 비교 408
git-svn 캐시 재생성하기 408



차례XIIXII

CHAPTER  19   고급 작업 411

git	filter-branch	사용하기	 411
git filter-branch 사용 예제 414
filter-branch 적용 범위 421

사랑스러운	git	rev-list	 421
날짜 기반 체크아웃 422
파일의 구버전 가져오기 425

대화식	헝크	스테이징	 428

손실된	커밋	복구하기	 441
git fsck 명령 441
손실된 커밋 다시 연결하기 446

CHAPTER  20   여러 가지 팁과 기술 449

어지러운	작업	디렉터리에	대한	대화식	리베이스	 449

필요	없는	편집기	파일	제거하기	 451

가비지	컬렉션	 451

저장소	분리하기	 453

커밋	복구를	위한	팁	 454

서브버전	변환	팁	 455
일반적인 조언 455
SVN 가져오기 후 트렁크 제거하기 456
SVN 커밋 ID 제거하기 457

두	저장소의	브랜치	조작하기	 458

업스트림	리베이스에서	복구하기	 458

고유한	Git	명령	만들기	 460

변경	사항에	대한	빠른	개요	 461

정리하기	 462

git-grep	명령으로	저장소	검색하기	 463

참조	업데이트	및	삭제	 465

옮겨진	파일	따라가기	 466

현재	파일을	추적하지	않고	유지하기	 467

반복되는	작업의	자동화	 468



XIII차례

CHAPTER  21   Git과 GitHub 471

공용	코드를	위한	저장소	 472

GitHub	저장소	만들기	 475

오픈	소스의	소셜	코딩	 477

와처	 478

뉴스	피드	 479

포크	 480

풀	요청	생성하기	 482

풀	요청	관리하기	 484

통지	 487

사용자,	프로젝트	및	코드	찾기	 490

위키	 491

GitHub	페이지(웹	사이트용	Git)	 492

인페이지	코드	편집기	 495

서브버전	브리지	 496

아카이브로	자동	전환되는	태그	 498

조직	 499

REST	API	 500

폐쇄적	조직에서의	소셜	코딩	 502

최종	단계에서의	오픈	소싱	 502

코딩	모델	 503

GitHub	엔터프라이즈	 506

GitHub	요약	 507

           찾아보기     508



옮긴이 
머리말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버전 관리 도구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

우 다양하다. 이는 곧 버전 관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

인지를 보여 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버전 관리 도구 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보자면, SVN과 CVS 그리

고 Git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모든 버전 관리 도구를 소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 년 전 GitHub의 등장으로 급속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Git의 장점만을 간

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Git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독특한 브랜치 모델에 있다. 로컬에서 다수의 브랜치

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브랜치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

에 생성, 병합 및 삭제 등의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작으면서도 빠르다는 것이다. Git 작업은 대부분 로컬에서 수행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와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필요할 때

만 서버와 연결되어 있으면 되므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Git은 처

음부터 리눅스 커널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용량 작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C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한다.

세 번째 장점은 Git 특유의 분산 환경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다른 버전 관리 도구

에서도 분산 환경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이들 도구에서는 주로 중앙에 서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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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작업자가 서버에 연결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중앙 집중식 분산 환경

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작업이 로컬에서 수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Git
의 경우에는 각각의 작업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작업한 결과물을 언제든지 자유롭

게 중앙 서버에 업로드해서 병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치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팀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관리자가 모든 

팀의 작업을 통합하는 형태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네 번째 장점은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Git에서는 암호화와 체크섬 

검사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또한, Git 저장소에 있는 파일이

나 커밋 메시지는 수정될 경우 커밋 ID가 바뀌므로 커밋 ID를 통해 작업자 자신

이 변경한 것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히스토리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커밋 전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스테이징 영역(Staging area)이 있

다는 것이다. 기존 SVN에서는 로컬에서 파일을 수정한 후 커밋을 수행하면 파일

이 저장소로 바로 업로드되지만, 이에 반해 Git에서는 로컬에서 작업한 후 저장소

로 업로드하기 전에 인덱스에 저장하는 한 번의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Git은 GPLv2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Git의 장점과 더불어, Git의 역사와 설치 방법을 간단히 살

펴본 후 다양한 예제를 통해 기초적인 사용법부터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고급 활

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Git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에게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고, Git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좋은 안내자

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이 여러분의 Git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준 제이펍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한결같이 내 곁을 지

켜주고 있는 나의 아내 남희영과 하루하루 행복한 웃음을 선사해 주는 나의 자녀 

서준이와 다휘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윤순백



이 책의 표지에 있는 동물은 긴귀박쥐다. 이 박쥐는 크기가 상당히 크고, 영

국과 아일랜드 전역에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 50마

리에서 100여 마리씩 무리를 지어 삼림 지대에서 서식하며, 공원이나 정원 또는 

집이나 교회 지붕 아래에서 살기도 한다. 겨울에는 동굴에서 작은 무리를 지어 겨

울잠을 잔다.

긴귀박쥐는 약 25cm의 날개를 가진 중간 크기의 박쥐다. 이 박쥐의 귀는 매우 길

고 확연히 접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양쪽 귀의 안쪽 가장자리는 머리 위에서 서

로 만나고, 바깥쪽 가장자리는 입 바로 뒤에서 끝난다. 귀는 잠을 잘 때는 날개 아

래로 접어두고, 날 때는 앞쪽을 향하게 한다. 털은 길고 부드러우며 날개 위까지 

이어진다. 위쪽은 탁한 갈색이고 아래쪽은 밝은 갈색 또는 진한 갈색을 띠고 있다. 

어릴 때는 연한 회색이었다가 크면서 갈색을 띠게 된다. 파리나 나방, 벌레를 주로 

먹는데, 나뭇잎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 다른 나무로 옮겨갈 때는 지

면에 가깝게 붙어서 재빠르게 난다.

긴귀박쥐는 가을과 봄에 새끼를 낳는다. 새끼를 밴 암컷은 초여름에 100여 마리

씩 군집 생활을 하며, 6월과 7월에 한 마리나 두 마리의 새끼 박쥐를 낳는다. 박쥐

는 유일한 비행 포유류다. 박쥐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력이 매우 좋다. 야간에 모든 영국 박쥐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초음

파를 사용하여 방향을 감지한다. 특히, 박쥐는 먹이를 비롯한 주변 물체에 반사되

어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해석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소리 그림"을 만들 수 있다.

표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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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박쥐들과 마찬가지로, 긴귀박쥐는 구멍 난 나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잘려나가는 것처럼, 보금자리를 잃는 등 생존에 위협이 되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 굉장히 파괴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수많

은 곤충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치명적 독소로 오염된 음식도 늘어나고 있

다. 서식지가 있는 건물 내부에 살포된 살충제는 특히 위험하다. 살충제는 초기 처

치만으로도 그 효과가 완전하지만(박쥐가 살고 있는 목재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은 현

재 불법), 이 화학 약품이 박쥐에게 미치는 효과는 최대 20년까지로, 아주 치명적

이다. 영국에서는 야생 전원법(Wildlife and Countryside Act)에 따라 박쥐를 의도

적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포획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박쥐나 박쥐의 일부 부위에 대한 소유 역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박쥐

의 서식지를 의도적으로 무모하게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보

전 규정에 따라 번식지나 휴식지를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로 간주

되며, 범죄자는 영향을 받은 박쥐 한 마리당 5천 파운드의 벌금을 내고, 최대 6개

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표지 이미지는 Lydekker의 작품이다. 표지 글꼴은 Adobe ITC Garamond이

며, 텍스트 글꼴은 Linotype Birka, 표제 글꼴은 Adobe Myriad Condensed, 

코드 글꼴은 LucasFont의 TheSansMonoCondensed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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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대상 독자

버전 관리 시스템을 경험해 본 독자라면 이 책이 좋은 자료가 되어줄 테고, 다른 시

스템을 경험해 보지 않은 독자라도 단기간 내에 기본적인 Git 작업을 배워 생산성

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더하여, 경험이 풍부한 독자라면 Git의 내부 설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it의 강력한 기술도 마스터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의도한 주요 대상은 Unix 쉘, 기본 쉘 명령 및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개

념에 익숙한 독자들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예제와 설명은 독자에게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는 Unix 계열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책의 예제는 데비안(Debian) 및 

우분투(Ubuntu)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되었다. 이 예제들은 Mac OS X이나 솔라

리스(Solaris) 등의 다른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실행되어야 하지만, 조금 변형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예제에서는 시스템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 루트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데, 기

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독자가 루트 액세스 권한의 책임을 명확히 알고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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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앞에서 소개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전반부 11개의 

장에서는 주로 단일 저장소와 관련된 개념과 작업에 대해 다루며, 후반부 10개의 

장에서는 전반부에서 다룬 개념을 바탕으로 다중 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작업에 대해 설명한다. 

Git을 이미 설치했거나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처음 두 개의 장에서 설명하는 소

개 및 설치 정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3장에 있는 간략한 살펴보기도 

생략해도 될 것이다.

4장에서 다루는 개념은 Git의 객체 모델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다. 이 기본 개념은 Git의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

한 토대가 된다.

5장부터 11장까지는 다양한 주제를 자세히 설명한다. 5장에서는 인덱스 및 파일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6장과 10장에서는 커밋을 만드는 과정과 커밋을 사용하여 

단일 개발 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7장에서는 사용자의 로컬 저장

소에서 여러 개발 라인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브랜치에 대해 설명하며, 8장에서는 

Git에서 “차이점(diffs)”을 추출해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Git에는 서로 다른 개발 브랜치를 결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있다. 9장에서는 

브랜치 병합 및 병합 충돌 해결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Git의 모델

을 잘 이해하려면, Git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병합이 로컬 저장소에 있는 사용자

의 현재 작업 디렉터리 컨텍스트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10장과 11
장에서는 개발 저장소 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개발 작업을 변경, 저장, 추적 및 

복구하는 작업에 대해 설명한다.

12장에서는 다른 원격 저장소와 데이터를 교환하고, 데이터에 이름을 지정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한다. 병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히 이해했다면, 다중 저

장소 작업은 교환 단계와 병합 단계를 조합해 놓은 간단한 프로세스로 이해할 수 

있다. 교환 단계는 이 장에서 다루는 새로운 개념이며, 병합 단계는 9장에서 다루

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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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저장소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14장의 토대가 된다. 14장은 Git의 네이티브 전송 프로토콜을 통해 저장소 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패치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네 개의 장에서는 후크를 사용하는 방법(15장), 프로젝트와 다중 저장소를 슈

퍼프로젝트로 결합하는 방법(16장) 및 Subversion 저장소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

(17장)과 같은 흥미로운 고급 주제를 다룬다.

19장과 20장에서는 몇 가지 고급 예제와 함께 진정한 Git 전문가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팁과 기술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GitHub를 소개하는 21장에서는 Git을 사용하여 버전 관리와 관련된 

창의적인 소셜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Git은 적극적인 개발자 기반을 바탕으로 지금도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렇다고 해서 Git이 개발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

니다. 도리어 수많은 개선 사항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제가 정기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하는 순간에도 Git의 발전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담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 책에서는 gitk 명령의 기능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저장소 내에서 

히스토리를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gitk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바란다. 다

른 히스토리 시각화 도구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러한 도구들에 대해서도 다루

지 않는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다른 Git 관련 도구나 Git의 핵심 명령과 옵

션 중에서도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러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넓은 이

해를 부탁한다.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 책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독자들의 연구 의식과 탐

구 의식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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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표기 규칙

이 책에서 사용하는 표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

이 아이콘은 유용한 힌트나 팁에 사용된다.

이 아이콘은 경고나 주의를 나타낸다.

또한, 파일과 디렉터리를 조작하는 기본적인 쉘 명령에도 익숙해야 한다. 이 책의 

여러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쉘 명령을 사용하여 디렉터리를 추가 또

는 제거하고, 파일을 복사하거나, 간단한 파일을 만드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 cp file.txt copy-of-file.txt
$ mkdir newdirectory
$ rm file
$ rmdir somedir
$ echo "Test line" > file
$ echo "Another line" >> file

루트 권한으로 실행해야 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이 sudo 명령으로 표시된다.

# Git 코어 패키지를 설치한다.

$ sudo apt-get install git-core

파일을 어떻게 편집하고, 작업 디렉터리 내의 콘텐츠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는 

온전히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에 텍스트 편집기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에

서는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주석이나 가상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 편집 프로세스

를 표시한다.

# file.c를 편집하여 간단한 새 텍스트를 추가한다.

$ edit 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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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예제 사용하기

이 책의 목적은 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책에 실린 

코드는 프로그램이나 문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코드의 중요 부분을 재생

산하지 않는 한 권한을 받기 위해 필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여러 코드 블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 권한이 필요하지 않지

만, 오라일리 서적의 예제를 CD-ROM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권

한이 필요하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인용하면서 예제 

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권한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 책의 예제 코드 중 상당 분

량을 제품의 문서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권한이 필요하다.

저작권 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기해 준다면 고맙게 생각

하겠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저작권 정보는 제목, 저자, 출판사 및 ISBN이다. 

이 책을 예로 들면, “분산 버전 관리 Git 사용설명서(Version Control with Git), 

존 롤리거, 매튜 맥컬러프 지음,  Copyright 2012 존 롤리거, ISBN 978-1-449-
31638-9”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한 권한에서 벗어나거나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제 코드를 사

용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O’Reilly(permissions@oreilly.com)나 제이펍

(jeipub@gmail.com)에 문의하기 바란다.

감사의 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15장, 16장 

및 18장을 집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 Avery Pennarun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는 4장과 9장에 관련된 자료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17장과 21
장의 자료와 더불어 유용한 제안과 책 전반에 걸친 조언을 나누어 준 Matthew 

McCullough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3장에서 다루는 몇 가지 저장소 게시 

관련 조언은 Martin Langhoff의 허락으로 실린 것이며, 추적 없이 파일을 유지

하는 방법에 관한 팁은 Bart Massey의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이 책의 여러 단계

를 검토해 준 Robert P. J. Day, Alan Hasty, Paul Jimenez, Barton Mas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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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Rix, Jamey Sharp, Sarah Sharp, Larry Streepy, Andy Wilcox, Andy 

Wingo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특히, 로버트는 고맙게도 많은 시간을 들여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 주었다.

또한, 필자의 곁에서 마음을 다해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고, 가끔씩 문법을 충고해 

준 아내 Rhonda와 두 딸 Brandi와 Heather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그리

고 이 책을 집필하는 내내 서재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 준 긴 털의 

닥스훈트, 나의 애견 Mylo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충분한 심적 지원

과 함께 이 책을 마칠 때까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양면 버트테이프를 

선사해 준 K. C. Dignan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오라일리 직원들과 담당 편집자인 Andy Oram, Martin Streicher
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저작권 정보

LinuxⓇ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의 등록 상표

이다. 또한, PowerPCⓇ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의 상표이고, UNIX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The Open 

Group의 등록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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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오늘날, 신중하고 창조적인 사람들은 백업 전략 없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데

이터는 수명이 짧고 쉽게 손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코드를 잘못 수정하거나 디스크 

충돌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작업에 대한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및 코드 프로젝트에 관한 백업 전략에는 버전 관리 기능이나 개정 사항 추적 

및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수많은 개발자가 날마다 수많은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에 데이터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저장소, 프로젝트 설명, 통신 

매체 그리고 팀 및 제품 관리 도구에 동시에 제공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버전 관리는 프로젝트 팀의 작업 스타일과 목표에 잘 맞춰졌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다양한 버전의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관리하고 추적하는 도구를 보통 버전 관리 시스템(VCS, 

Version Control System), 소스 코드 관리자(SCM, Source Code Manager), 리비전 관리 시스템

(RCS, Revision Control System)이라고 부르며, “리비전”, “버전”, “코드”, “콘텐츠”, “제어”, “관

리”, “시스템” 등의 용어는 서로 바꿔 부르기도 한다. 각 도구의 저작자와 사용자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각 시스템은 콘텐츠 저장소를 만들고 관리하며, 각 데이터의 리

비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모든 변경 사항을 로그로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책에서 사

용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VCS, Version Control System)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형태의 리비전 관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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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책은 공동 개발의 즐거움을 주는 매우 강력하고, 유연하며, 오버헤드가 적은 버전 관리 도

구인 Git에 대해 다룬다. Git은 LinuxⓇ1 커널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에 의해 개발된 이후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그 가치를 검증 받은 우수한 도구이다.

Git의 탄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사용하던 기존 도구가 불편하여 새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소

프트웨어 세계에서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자 하는 유혹에 매우 쉽게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종류의 버전 관리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가볍게 결정할 일

이 아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용자의 요구와 깊은 통찰력 그리고 강력한 동기가 있다면 두말

할 나위 없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급하고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리누스가 자신이 만든 Git에 직접 붙인 “지옥에서 

온 정보 관리자(the information manager from hell)”라는 애칭이야말로 이 도구를 가장 잘 표현

한 용어일 것이다. 비록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 내에서 Git의 시작과 관련해서 정확한 상황과 시점

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Git이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잘 만들어진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Git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판되던 BitKeeper VCS를 사용하여 리눅스 커널이 개발되었다. 

BitKeeper VCS는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RCS나 CVS(Concurrent Version Control)와 같은 무

료 소프트웨어 VCS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복잡한 기능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BitKeeper를 소

유하고 있던 회사에서 2005년 봄, 무료 버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 이후 리눅스 커뮤니티에서는 

BitKeeper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안을 찾기 시작한 리누스는 상업용 솔루션을 배제하고 무료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살펴보았

지만, 이 무료 패키지들에는 동일한 제약과 함께 예전에 결격 사유가 되었던 결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기존 VCS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리누스가 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누락된 기능들과 

특징들은 무엇이었을까?

1  LinuxⓇ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의 등록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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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개발의 용이성

“분산 개발”에는 많은 측면이 있으며, 리누스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VCS를 원했다. 그는 병렬 처리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개발의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중

앙 저장소와의 지속적인 동기화를 피하기 위해 개발 작업을 여러 개별 저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VCS를 원했다. 즉,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개발자들이 동시에 각자의 

저장소를 이용하여 개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심지어 일부 개발자가 일시적으로 오

프라인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도 개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했다.

수천 명의 개발자를 관리할 수 있는 확장성

분산 개발 모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누스는 리눅스를 릴리즈하는 데 수천 명의 개발자

들이 기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VCS는 매우 많은 수의 개발자들이 공통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개발하든 각 부분별로 작업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관리해야 했다. 그리고 

새로운 VCS는 그들의 모든 작업을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

리누스는 새로운 VCS는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리눅스 커널에서 만들어질 

방대한 양의 업데이트 작업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업데이트 작업과 네트워크 전

송 작업 모두가 매우 빨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장 공간과 전송 시간을 절약하기 위

해 비교 기술과 델타법(delta technique)이 필요했다. 이는 중앙 집중형 모델 대신 분산형 모델

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연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개발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었다. 

무결성과 신뢰성 유지

Git은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되어 어떤 식으로든지 변경되

지 않는다는 점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한 개발자로부터 다른 개

발자로 또는 어떤 저장소에서 다른 저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Git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 

Git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객체들을 지정하고 구별하기 위해 Secure Hash Function 

(SHA1)이라는 일반적인 암호화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 암

호화 해시 함수는 Git의 모든 분산 저장소에 대한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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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버전 관리 시스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누가 파일을 수정했는지 그리고 가능할 경우 수정 이

유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Git에서는 파일을 변경한 모든 커밋에 대한 변경 로그가 강제

로 작성된다. 변경 로그에 저장된 정보는 개발자, 프로젝트 요구 사항, 관리, 규약 등에 따라 

다르게 남겨진다. Git의 버전 관리하에서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로그가 남기 때문에 근거

가 없는 변경 사항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불변성

Git의 저장소 데이터베이스에는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 객체가 저장된다. 여기에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이후에는 해당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

다. 물론, 데이터를 다른 이름으로 재생성할 수는 있지만 원본 데이터를 변경할 수는 없다. Git 
데이터베이스는 버전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히스토리도 변경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불변 객체를 사용하면 빠른 비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원자성 트랜잭션

원자성 트랜잭션을 사용하면 서로 다르지만 연관이 있는 수많은 변경 사항들이 모두 함께 수

행되거나 전혀 수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데이트나 커밋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 버전 관리 데

이터베이스가 부분적으로 변경되거나 손상된 상태로 남겨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Git은 

더 작은 단위의 상태 변경 사항으로 나눌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저장소 상태를 기록하여 원자

성 트랜잭션을 구현한다.

분할 개발 지원 및 장려

거의 모든 VCS에서는 단일 프로젝트 내의 다양한 개발 계보에 고유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련의 코드 변경을 어떤 VCS에서는 “개발”이라고 하고, 또 다른 VCS에서는 “테

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각각의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는 한 줄의 개발 코드를 여러 줄

로 나눠서 작업을 진행한 후 흩어져 있던 스레드들을 다시 모으거나 병합할 수 있다. 대부분의 

VCS와 마찬가지로 Git에서도 하나의 개발 라인을 브랜치(branch)라고 부르며 각각의 브랜치

에 이름을 부여한다.

분할이 있다면 병합도 그 뒤를 따르기 마련이다. 리누스는 다양한 개발 라인을 지원하기 위해 

쉽게 분할할 수 있기를 바랐듯이 분할된 브랜치의 병합도 쉽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랐다.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는 브랜치 병합이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에 확실하면서도 빠르고 쉬

운 병합이 반드시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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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저장소

각각의 개발자들이 개정 내역에 대한 정보를 중앙 저장소 서버에 쿼리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

해서는 각각의 저장소에 모든 파일의 전체 개정 내역에 대한 완벽한 사본이 있어야 한다.

깔끔한 내부 설계

일반 사용자들이야 깔끔한 내부 설계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리누스와 Git 개발

자들에게는 내부 설계가 중요한 관심사였다. Git의 객체 모델의 간단한 구조에는 원시 데이터

(raw data), 디렉터리 구조, 변경 사항 기록 등의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 있다. 이러한 객체 모

델과 전역 고유 식별자 기술의 결합을 통해 분산 개발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매우 깔끔한 

데이터 모델이 완성되었다.

구속되지 않은 자유

이 말로 충분하다.

새로운 VCS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마련된 이후 재능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협업을 

통해 Git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였다!

전례

VCS의 모든 역사를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선다. 하지만 Git의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이끈 몇 가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다. (이번 절은 새로운 기능들이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

니티에 소개되거나 인기를 끌었던 때를 선택적으로 설명한다.)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SCCS, Source Code Control System)은 UnixⓇ2에서 실행되던 초기 시

스템 중 하나로서 1970년대 초 M. J. 록킨드(M. J. Rochkind)에 의해 개발되었다. [“The Source 

Code Control System,”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1(4) (1975): 364-370.] 이 시스템은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유닉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VCS였다.

SCCS에서 사용하던 중앙 저장소를 저장소(repository)라고 불렀는데, 그 기본 개념이 오늘날까

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SCCS에서는 개발을 직렬화하기 위해 간단한 잠금(locking) 모델을 사

용했다. 이 잠금 모델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파일이 필요할 경우 파일을 

2  UNIX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The Open Group의 등록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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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그지 않은 채로 체크아웃하면 되지만, 파일을 편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잠그고서 체크아

웃해야 한다(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강제 규칙). 작업이 끝나면 파일을 다시 저장소에 돌려놓고 잠금

을 풀어야 한다.

리비전 관리 시스템(RCS, Revision Control System)은 1980년대 초 월터 F. 티치(Walter F. 

Tichy)에 의해 소개되었다. [“RCS: A System for Version Control,” Software Practice and Experience 

15(7) (1985): 637-654.] RCS는 서로 다른 파일 리비전의 효과적인 저장을 위해 정방향 델타 개념

과 역방향 델타 개념을 모두 도입했다.

동시 버전 시스템(CVS, Concurrent Version System)은 1986년에 딕 그룬(Dick Grune)에 의해 설

계되고 최초로 구현되었으며, 4년 후 브레인 베르라이너(Brian Berlin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어

느 정도 새로운 모습으로 개선되면서 RCS 모델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수정했다는 평가를 받았

다. CVS는 큰 인기를 얻었고 수년 동안 오픈 소스 커뮤니티(http://www.opensource.org)에서 사

실상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RCS에 비해 CVS에서 개선된 기능으로는 분산 개발과 전체 모듈

에 대한 저장소 수준 변경 집합 등이 있다.

게다가 CVS에서는 잠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이전 시스템들에서는 파일을 

변경하기 전에 해당 파일을 잠그고 작업했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들이 순서를 기다려야 했지만, 

CVS에서는 각 개발자들에게 개인 작업본에 대한 쓰기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같은 행을 동시

에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만 없다면 서로 다른 개발자들에 의한 변경 사항이 CVS에 의해 자

동으로 병합될 수 있었다. 같은 행을 동시에 변경하려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발자들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변경을 보류한 채 충돌이 표시되었다. 이와 같은 새 잠금 규칙이 도입되면서 여러 

개발자들이 코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CVS의 단점과 결함들로 인해 새로운 VCS가 등장하게 된다.  2001년에 발

표된 서브버전(SVN, Subversion)은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free software community)에서 빠

르게 인기를 끌었다. CVS와는 달리 SVN에서는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커밋되었으며, 브랜치에 

대한 지원도 한결 향상되었다.

비트키퍼(BitKeeper)와 머큐리얼(Mercurial)에는 앞에서 언급한 솔루션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 두 시스템에서는 중앙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분산된 형태의 저장소를 사용하

여 각 개발자에게 공유 가능한 사본을 제공한다. Git은 이 피어투피어(peer-to-peer) 모델에서 파

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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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머큐리얼과 모노톤(Monotone)은 파일의 내용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해시 지

문(옮긴이_hash fingerprint,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자 지문)을 고안해 냈다. 파일에 별명을 할당

하는 이 방법의 목적은 오직 파일을 편리하게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Git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한

다. 내부적으로 Git 식별자는 파일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콘텐츠 주소화 파일 

저장소(content-addressable file store)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The Venti Filesystem,” (Plan 9), Bell Labs, http://www.usenix.org/events/fast02/quinlan/quinlan_

html/index.html 참조]. 리누스에 의하면, Git은 모노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3 머큐

리얼은 Git과 동시에 그 개념을 구현하였다.

타임라인

무대가 만들어지고, 외부 자극도 있고, VCS와 관련된 절박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2005년 4월, 

Git의 출범이 도래했다.

Git은 4월 7일 다음과 같은 커밋으로 스스로 호스트가 되었다.

commit e83c5163316f89bfbde7d9ab23ca2e25604af29
Author: Linus Torvalds <torvalds@ppc970.osdl.org>
Date: Thu Apr 7 15:13:13 2005 -0700

Initial revision of “git”, the information manager from hell

그리고 곧이어 첫 번째 리눅스 커밋이 이루어졌다.

commit 1da177e4c3f41524e886b7f1b8a0c1fc7321cac2
Author: Linus Torvalds <torvalds@ppc970.osdl.org>
Date: Sat Apr 16 15:20:36 2005 -0700

Linux-2.6.12-rc2

Initial git repository build. I’m not bothering with the full history,
even though we have it. We can create a separate “historical” git
archive of that later if we want to, and in the meantime it’s about
3.2GB when imported into git - space that would just make the early
git days unnecessarily complicated, when we don’t have a lot of good

3  개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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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for it.

Let it rip!

이 하나의 커밋으로 전체 리눅스 커널이 Git 저장소에 저장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7291 files changed, 6718755 insertions(+), 0 deletions(-)

그렇다. 약 670만 줄의 코드가 추가된 것이다.

그 뒤로 단 3분 후에 Git을 이용한 첫 번째 패치(patch)가 커널에 적용되었다. Git의 정상적인 

작동을 확신한 리누스는 2005년 4월 20일에 리눅스 커널 메일링 리스트(Linux Kernel Mailing 

List)에 Git을 발표했다.

스스로가 커널 개발 작업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리누스는 “주니오를 선택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2005년 7월 25일 주니오 하마노(Junio Hamano)에게 Git 소
스 코드에 대한 유지 보수 역할을 넘겼다.

약 2개월 후, 리눅스 커널의 버전 2.6.12가 Git을 이용하여 릴리스되었다.

이름의 의미

리누스는 “나는 이기적이라서 내 모든 프로젝트에는 내가 직접 이름을 붙이는데, 그 첫 번째가 리

눅스이고, 이번에는 ‘Git’이다”4라는 말과 함께 Git이라는 이름을 소개했다. 커널에 붙인 이름인 

“Linux”는 리누스(Linus)와 미닉스(Minix)의 합성어이며, Git은 영국 영어로 바보나 가치 없는 

사람에 대해 사용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그 이후, 다른 사람들이 제한한 몇 가지 다른 의미 중에서 근사하게 들리는 Global Information 

Tracker가 가장 높은 인기를 받고 있다. 

4  http://www.infoworld.com/article/05/04/19/HNtorvaldswork_1.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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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Git은 모든 GNU/Linux 배포판을 비롯한 어느 운영체제에서도 기

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Git을 사용하려면 먼저 설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Git
을 설치하는 과정은 운영체제의 제조사와 버전에 따라 다르다. 이 장에서는 리눅스에서 Git을 설

치하는 방법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 Cygwin을 사용하여 Git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리눅스 바이너리 배포판 사용하기

여러 리눅스 제조사들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도구 그리고 유틸리티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컴파일된 바이너리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패키지별로 해당 종속 항목이 규정되어 있으

며, 일반적으로 배포판의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하면 필수 항목과 원하는 패키지를 잘 구성된 형

태로 한 번에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데비안/우분투

대부분의 데비안(Debian)과 우분투(Ubuntu) 시스템에서 Git은 패키지 모음으로 제공되며, 각 패

키지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릴리즈 12.04 이전에는 기본 Git 패키

지를 git-core라고 불렀지만 릴리즈 12.04부터는 간단히 Git이라고 부르고 있다. git-doc에서 관

련 문서를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살펴볼 패키지들이 있다.

Git 설치하기

C H A P T E R  2
V e r s i o n  C o n t r o l  w i t h  G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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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arch

git-cvs

git-svn

Arch, CVS 또는 SVN과 Git 간에 프로젝트를 옮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 필요한 패

키지를 설치한다.

git-gui

gitk

gitweb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브라우저로 저장소를 검색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들 중에서 원

하는 패키지를 설치한다. git-gui는 Git을 위한 Tcl/Tk 기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며, 

gitk는 Tcl/Tk로 작성된 또 하나의 Git 브라우저이지만 좀 더 향상된 프로젝트 히스토리 기능

을 제공한다. gitweb은 Perl로 작성되었으며, 브라우저 창을 이용하여 Git 저장소를 보여 준다.

git-email

일부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처럼 Git 패치를 전자 메일을 통해 전송하고 싶다

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git-daemon-run

저장소를 공유하려면 이 패키지를 설치한다. 이 패키지를 설치하면 익명의 다운로드 요청을 

통해 저장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몬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배포판마다 차이가 크므로 Git 관련 패키지 목록을 보려면 사용 중인 배포판의 패키지 저장소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git-doc과 git-email은 강력하게 추천한다.

 

데비안과 우분투에도 git이라는 이름의 패키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패키지는 이 책에서 설명

하는 Git 버전 관리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는 GNU Interactive Tools라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

램이다. 그러므로 실수로라도 잘못된 패키지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 명령은 루트 권한으로 apt-get을 실행하여 주요 Git 패키지들을 설치한다.

$ sudo apt-get install git git-doc gitweb git-gui gitk git-email git-s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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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바이너리 배포판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서 Git을 설치하려면 적절한 패키지를 찾은 후 해당 배포판의 패키지 관리

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예를 들어, 젠투(Gentoo)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emerge를 사용한다.

$ sudo emerge dev-util/git

페도라(Pedora)에서는 다음과 같이 yum을 사용한다.

$ sudo yum install git

페도라의 Git은 데비안의 git과 거의 동일하다. 다른 i386 페도라 패키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git.i386 :

핵심 Git 도구들

git-all.i386 :

모든 Git 도구들을 가져오기 위한 메타 패키지

git-arch.i386 :

Arch 저장소를 임포트하기 위한 Git 도구들

git-cvs.i386 :

CVS 저장소를 임포트하기 위한 Git 도구들

git-daemon.i386 :

Git 프로토콜 데몬

git-debuginfo.i386 :

git 패키지에 대한 디버그 정보

git-email.i386 :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한 Git 도구들

git-gui.i386 :

Git GUI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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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svn.i386 :

SVN 저장소를 임포트하기 위한 Git 도구들

gitk.i386 :

Git 리비전 트리 시각화 도구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데비안 같은 일부 배포판에서는 Git 릴리스가 여러 패키지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일 시스템에서 특정 Git 명령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패키지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 중인 배포판의 Git 패키지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한다. Git을 설치한 후에는 git --version을 

실행한다. 동료의 Git 버전이 더 최신일 경우에는 사용 중인 배포판의 미리 컴파일된 Git 패키지

를 제거하고 최신 버전의 빌드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패키지 관리자 문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소스를 가지고 Git을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

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소스 릴리스 얻기

Git의 정식 소스에서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싶거나 최신 버전의 Git을 사용하고 싶다면 Git의 마

스터 저장소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Git 소스의 마스터 저장소는 http://

www.kernel.org/pub/software/scm 디렉터리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Git의 버전은 1.7.9이지만,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http://code.google.com/p/git-core/downloads/list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버전의 목록

을 볼 수 있다.

빌드를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1.7.9 이상 버전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푼다.

$ wget http://git-core.googlecode.com/files/git-1.7.9.tar.gz

$ tar xzf git-1.7.9.tar.gz

$ cd git-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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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와 설치

다른 여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과 마찬가지로 Git도 구성하고, make를 실행하고, 설치하는 

단계만 거치면 된다.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에 적절한 라이브러리와 강력한 빌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Git을 사용자 정의하

지 않아도 된다면 아주 쉽게 코드를 빌드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에 컴파일러나 서버 및 소프트

웨어 개발 라이브러리가 없거나 사용자에게 소스를 이용하여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해 본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Git을 빌드하는 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Git은 설정 

옵션이 다양해서 빌드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빌드를 계속하기 위해 Git 소스 번들에서 INSTALL 파일을 찾아보자. 이 파일에는 zlib, openssl 및 

libcurl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외부 종속 항목에 대한 목록이 들어 있다.

필수 라이브러리 및 패키지 중 일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더 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다

음은 안정화된 데비안 배포판에 해당하는 세 가지 팁이다.

•   로컬 curl 설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 주는 작은 도구인 curl-config를 libcurl4-openssl-dev 

패키지에서 찾을 수 있다.

• 헤더 파일인 expat.h는 libexpat1-dev 패키지에 있다.

• msgfmt 유틸리티는 gettext 패키지에 있다.

소스를 컴파일하는 작업은 “개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된 라이브러리의 일반적인 바이너리 버

전으로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대신 -dev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발 버

전에서는 컴파일 중에 필요한 헤더 파일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키지를 찾을 수 없거나 시스템에 필수 라이브러리가 없는 경우에는 Makefile 및 구성 옵

션을 사용하여 빌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xpat 라이브러리가 없다면 Makefile에서 

NO_EXPAT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Makefile의 설명대로 일부 기능을 사용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HTTP 및 HTTPS 전송을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원격 저장소에 저장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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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file 구성 옵션 중에는 다양한 플랫폼 및 배포판의 포트를 지원하는 옵션도 있다. 예를 들어, 

Mac OS X의 다윈 운영체제와 관련된 몇 가지 플래그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INSTALL 파일에

서 자동으로 설정되는 매개변수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옵션들을 선택하여 직접 수정해 볼 수 있다.

시스템과 빌드 옵션이 모두 준비된 이후의 작업은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Git은 홈 디렉터리의 하

위 디렉터리인 ~/bin/, ~/lib/ 및 ~/share/에 설치된다. 일반적으로 이 기본 경로는 Git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유용하다.

Git을 빌드하고 홈 디렉터리에 설치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 cd git-1.7.9

$ ./configure

$ make all

$ make install

Git을 다른 위치(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usr/local/)에 설치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configure 명령어에 --prefix=/usr/local을 추가한다. 그런 다음,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make 
명령어를 실행하고, 루트 권한으로 make install 명령어를 실행한다.

$ cd git-1.7.9

$ ./configure --prefix=/usr/local

$ make all

$ sudo make install

Git 문서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make 명령어에 doc를 추가하고, make install 명령어에 

install-doc를 추가한다.

$ cd git-1.7.9

$ make all doc

$ sudo make install install-doc

완전한 문서를 빌드하려면 몇 가지 라이브러리가 더 필요하지만, 미리 빌드된 맨페이지(man-

page)와 HTML 페이지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맨페이지와 HTML 페이지는 개별적

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따를 경우 버전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스를 이용한 빌드에는 Git 하위 패키지와 명령어(예: git-email 및 gitk)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틸리티를 따로 빌드하거나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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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에서 Git 설치하기

많이 사용되는 윈도우즈용 Git 패키지로는 시그윈(Cygwin) 기반 Git과 “네이티브” 버전의 

msysGit이 있다.

초기에는 시그윈 버전만 지원되었고 msysGit은 실험용으로 안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이 

출판될 무렵에는 두 버전 모두 거의 동일한 기능을 지원할 정도로 잘 작동할 것이다. Git 1.6.0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msysGit에서 git-svn이 아직까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Git과 SVN 간의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면 시그윈 버전의 Git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음에 드는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다음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 고려할 수 있는 규칙이다.

•   윈도우즈에서 시그윈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 시그윈 설정과 잘 작동하는 시그윈 버

전의 Git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모든 시그윈 스타일 파일 이름이 Git에서 정상적으로 인

식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입출력의 리디렉션도 예상대로 정확하게 동작한다.

•   시그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독립형 설치 프로그램이 있는 msysGit을 설치하는 것이 더 

쉽다.

•   Git 기능을 윈도우즈 탐색기 쉘에 통합하려면(예를 들어, 한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

한 후 “Git GUI Here” 또는 “Git Bash”를 선택하려면) msysGit을 설치한다. 이 기능을 사용하

고 싶지만 시그윈을 더 좋아한다면 두 가지 패키지를 모두 설치해도 된다.

아직까지도 사용할 패키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msysGit을 설치하자. Git의 윈도우즈 지원이 지

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므로 1.7.10 이상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기 바란다.

시그윈 Git 패키지 설치하기

시그윈 Git 패키지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시그윈 시스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이다. 

이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http://cygwin.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그윈의 setup.exe 프로그

램을 실행한다.

setup.exe가 시작되면 설치할 패키지 목록에 도달할 때까지 대부분의 옵션을 기본 설정으로 설

정한다. Git 패키지는 devel 카테고리에 있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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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1  시그윈 설치

설치할 패키지를 선택한 후에는 Next를 몇 차례 더 클릭하여 시그윈 설치를 완료한다. 그런 다음

에는 시작 메뉴에서 Cygwin Bash Shell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쉘에서는 그림 2-2와 같이 git 명
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

또는 시그윈 구성에 gcc나 make와 같은 다양한 컴파일러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윈도우즈에서 

실행되는 시그윈에서도 리눅스에서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 기반의 고유한 Git 사본

을 빌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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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2  시그윈 쉘

독립형 Git 설치하기

msysGit 패키지는 그 패키지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 있어서 윈도우즈 시스템에 설치하

기 쉽다. 심지어 저장소 관리자가 액세스 권한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키를 생성하는 SSH(Secure 

Shell) 명령어까지도 들어 있을 정도로 msysGit은 윈도우즈 형식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예를 들

어, 윈도우즈 탐색기 쉘)과 잘 통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msysGit의 홈 페이지(http://code.google.com/p/msysgit)에서 최신 버전의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다. 이 파일의 이름은 보통 Git-1.8.0-preview20121022.exe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러면 그림 2-3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설치 중인 버전에 따라 그림 2-4와 같은 호환성 공지 화면에서 Next를 클릭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공지는 윈도우즈와 유닉스의 라인 엔딩(line ending) 형식, 즉 CRLF와 LF의 비호환성에 대한 것

이다. (옮긴이_CR은 Carriage Return의 약자이고, LF는 Line Feed의 약자이다. DOS/윈도우즈에서는 

CRLF(\r\n)를 사용하며, 유닉스/리눅스에서는 LF(\n)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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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와 같은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Next를 클릭한다. msysGit을 매일 실행하는 최선의 방법

은 윈도우즈 탐색기를 통한 것이므로 그림 2-5와 같이 두 개의 해당 선택란을 선택한다.

 ≐ 그림 2-3  msysGit 설치

 ≐ 그림 2-4  msysGit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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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5  msysGit 선택 항목

또한, Git Bash(git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기 위한 아이콘이 윈도우즈 시

작 메뉴의 Git 섹션에 설치된다.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예제들은 명령행(command-line)을 사용

하기 때문에 Git Bash를 사용하여 시작하게 된다.

이 책의 모든 예제는 리눅스와 윈도우즈에서 모두 동일하게 동작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윈도

우즈용 msysGit에서는 3장의 “Git 명령행”에서 설명하는 이전 Git 명령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msysGit으로 예제를 실행하려면 git add 대신 git-add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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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은 변경 사항을 관리한다. 그러한 목적을 감안할 때 Git은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들과 많은 부

분이 비슷하다. 커밋에 대한 개념, 변경 로그, 저장소 등과 같은 많은 원리들이 동일하며 작업의 

흐름도 다른 모든 도구들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Git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도 있다.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의 개념과 동작이 Git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전혀 적용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책은 독자의 경력과 상관없이 Git의 작동 방법과 함께 숙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Git 명령행

Git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그냥 Git이라고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인수 없이 Git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위 명령어가 나열된다.

$ git

git [--version] [--exec-path[=GIT_EXEC_PATH]]
    [-p|--paginate|--no-pager] [--bare] [--git-dir=GIT_DIR]
    [--work-tree=GIT_WORK_TREE] [--help] COMMAND [ARGS]

The most commonly used git commands are:
   add        Add file contents to the index
   bisect     Find the change that introduced a bug by binary search
   branch     List, create, or delete branches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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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out   Checkout and switch to a branch
   clone     Clone a repository into a new directory
   commit    Record changes to the repository
   diff      Show changes between commits, the commit and working trees, etc
   fetch     Download objects and refs from another repository
   grep      Print lines matching a pattern
   init      Create an empty git repository or reinitialize an existing one
   log       Show commit logs
   merge     Join two or more development histories
   mv        Move or rename a file, a directory, or a symlink
   pull      Fetch from and merge with another repository or a local branch
   push      Update remote refs along with associated objects
   rebase    Forward-port local commits to the updated upstream head
   reset     Reset current HEAD to the specified state
   rm        Remove files from the working tree and from the index
   show      Show various types of objects
   status    Show the working tree status
   tag       Create, list, delete, or verify a tag object signed with GPG

git의 전체 하위 명령어 목록을 보려면 git help --all을 입력한다.

사용법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git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 사용법 설명에서 

[ARGS] 형식으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옵션은 특정 하위 명령어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version 옵션은 다음과 같이 git 명령어에 적용되어 버전 번호를 보여 준다.

$ git --version

git version 1.6.0

이에 반해 --amend는 git의 하위 명령어인 commit에 적용되는 옵션의 예이다.

$ git commit --amend

일부 명령에서는 이러한 옵션 형식을 둘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명령행에서 여러 개의 공백

을 사용한 이유는 기본 명령어와 하위 명령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git --git-dir=project.git     repack -d

각각의 git 하위 명령어에 대한 설명은 git help subcommand, git --help subcommand 또는 git 

subcommand --help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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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Git은 상호 운용성을 갖춘 작은 도구를 만든다는 “유닉스 툴킷” 철학에 따라 개발된 

단순하고 확실한 독립형 명령어들을 모아 놓은 도구로서 제공되었다. 각 명령어는 git-commit 
또는 git-log처럼 하이픈(-)이 들어간 이름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git 명령어를 입력한 

후 하위 명령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git commit 형식과 

git-commit 형식이 동일한 의미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http://www.kernel.org/pub/software/scm/git/docs/에서 Git에 대한 전체 문서를 볼 수 

있다.

Git 명령어는 “짧은” 옵션과 “긴” 옵션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git commit 명령어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 git commit -m “Fixed a typo.”

$ git commit --message=”Fixed a typo.”

짧은 형식의 옵션(여기에서는 -m)은 하나의 하이픈을 사용하지만, 긴 형식의 옵션(여기에서는 

--message)은 두 개의 하이픈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GNU 긴 옵션 확장과 일치한다.) 일부 옵션 중

에는 한 가지 형식만 사용하는 옵션도 있다.

마지막으로, “순수 이중 대시” 규칙을 통해 옵션과 인수 목록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중 대시를 사용하여 명령행의 제어 부분과 피연산자 목록(예: 파일 이름)을 구분할 수 있다.

$ git diff -w master origin -- tools/Makefile

이렇게 이중 대시를 사용하면 파일 이름을 따로 분리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

어의 다른 부분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main.c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파일과 태

그가 있을 경우 다음 두 명령은 각기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 “main.c”라는 이름의 태그를 체크아웃한다.
$ git checkout main.c

# “main.c”라는 이름의 파일을 체크아웃한다.
$ git checkout -- ma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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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Git 사용법

Git을 실제로 사용해 보기 위해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고, 콘텐츠를 추가한 후 리비전 관리 작업을 

수행해 보자.

기본적으로 Git 저장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처음부터 새로운 저장소를 만든 후 콘

텐츠를 채워나가거나 기존 저장소를 복사 또는 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시작하기

에 편한 아무것도 없는 빈 저장소부터 만들어 보자.

첫 저장소 만들기

일반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public_html 디렉터리에 개인 웹 사이트를 위한 저장소를 만든 

후 이 저장소를 Git 저장소에 배치해 보자.

~/public_html에 개인 웹 사이트의 콘텐츠가 없다면 먼저 다음과 같이 디렉터리를 만든 후 index.

html이라는 파일에 간단한 내용을 추가한다.

$ mkdir ~/public_html

$ cd ~/public_html

$ echo ‘My website is alive!’ > index.html

~/public_html 또는 어떤 디렉터리를 Git 저장소로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git init을 실행한다.

$ git init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 in .git/

Git에서는 완전히 비어 있는 디렉터리로 시작하든 파일이 들어 있는 디렉터리로 시작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어느 경우라도 디렉터리를 Git 저장소로 변환하는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해당 디렉터리가 Git 저장소임을 나타내기 위해 git init 명령어는 프로젝트의 최상위 레벨에 .Git

이라는 숨겨진 디렉터리를 만든다. CVS와 SVN에서는 리비전 정보를 CVS에 저장하고 각각의 

프로젝트 디렉터리 내에 .svn이라는 하위 디렉터리를 생성하는 반면, Git에서는 모든 리비전 정

보를 최상위 레벨 디렉터리인 .git 디렉터리에 저장한다. 데이터 파일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는 4
장의 “.git 디렉터리 내부”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public_html 디렉터리 내의 모든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된다. Git에서는 이 디렉터리를 프로젝

트의 작업 디렉터리 또는 사용자가 파일을 변경하는 디렉터리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git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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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숨겨져 있는 저장소는 Git에 의해 관리된다.

저장소에 파일 추가하기

git init 명령을 실행하면 새로운 Git 저장소가 만들어진다. 모든 새 Git 저장소는 비어 있는 상태

로 생성된다. 콘텐츠를 관리하려면 원하는 콘텐츠를 저장소에 명시적으로 저장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이유는 중요한 파일과 의미 없는 파일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다음과 같이 git add file을 사용하여 file을 저장소에 추가한다.

$ git add index.html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 있는 디렉터리가 있을 경우, git add . 명령을 사용하여 이 디렉터리와 

하위 디렉터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추가할 수 있다. (유닉스에서 마침표 또는 점(.) 인수는 현

재 디렉터리를 나타낸다.)

add를 수행한 이후에도 index.html 파일은 저장소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현재까지 이 파일은 

단지 커밋 이전의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Git에서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add 단계와 

commit 단계를 구분해 놓고 있다. 파일을 추가하거나 제거 또는 변경할 때마다 저장소를 업데이

트하게 된다면 저장소 작업이 매우 많이 수행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그 대신 파일 

추가와 같이 일시적으로 관련된 여러 단계를 “일괄 처리”하여 저장소를 안정적이고 일관된 상태

로 유지할 수 있다.

다음처럼 git status를 실행하면 index.html이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git status

# On branch master
#
# Initial commit
#
# Changes to be committed:
#   (use “git rm --cached <file>...” to unstage)
#
#       new file: 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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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다음 커밋 동안 index.html이라는 새 파일이 저장소에 추가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Git은 디렉터리와 파일 내용의 실제 변경 사항와 함께 각 커밋마다 로그 메시지와 변경한 사람을 

포함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기록한다. 로그 메시지와 작성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규화된 

git commit 명령을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 git commit -m “Initial contents of public_html” \

             --author=”Jon Loeliger <jdl@example.com>”

Created initial commit 9da581d: Initial contents of public_html
 1 files changed, 1 insertions(+), 0 deletions(-)
 create mode 100644 index.html

명령행을 통해 로그 메시지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대화형 편집기 세션 중에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아하는 편집기를 사용하여 자세한 로그 메시

지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git commit이 실행되는 동안 좋아하는 편집기가 열리도

록 Git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GIT_EDITOR 환경 변수를 설정한다.

# tcsh에서

$ setenv GIT_EDITOR emacs

# bash에서

$ export GIT_EDITOR=vim

새 파일을 저장소에 추가하는 커밋을 완료한 후 git status를 실행하면 커밋해야 하는 중간 단계

의 변경 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git status

# On branch master
nothing to commit (working directory clean)

그리고 작업 디렉터리가 깨끗한(clean) 상태에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이는 작업 디렉터리

에 알 수 없거나 수정된 파일이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저장소의 콘텐츠와 작업 디렉터리

의 콘텐츠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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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내부적으로는 각 커밋의 작성자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Git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

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조금 낯선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만일 다음과 같이 암호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더라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You don’t exist. Go away!
Your parents must have hated you!
Your sysadmin must hate you!

이 오류는 사용자의 유닉스 “gecos” 정보와 관련된 문제(존재, 가독성, 길이)로 Git이 사용자의 실제 이름

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문제는 다음 절인 “커밋 작성자 구성하기”의 설명에 따라 사용자의 이

름과 이메일 구성 정보를 설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애매한 오류 메시지

커밋 작성자 구성하기

저장소에 많은 커밋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환경 및 구성 옵션을 설정해야 한다. 기본적으

로 Git에서는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커밋 

명령행에서 사용자 정보를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귀찮아서 금방 지치고 말 것이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이 git 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파일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편리

하다.

$ git config user.name “Jon Loeliger”

$ git config user.email “jdl@example.com”

또는 GIT_AUTHOR_NAME 및 GIT_AUTHOR_EMAIL 환경 변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이

름과 이메일 주소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설정된 변수는 다른 모든 구성 설정보다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

또 다른 커밋하기

Git의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기 위해 저장소 내에서 몇 가지 수정 작업을 수행하고, 변경 사항에 

대한 복잡한 히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index.html 파일을 변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파일을 연 후 파일의 내용을 HTML 형식으로 바꾼 

다음 파일을 저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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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public_html

# index.html 파일을 편집한다.

$ cat index.html

<html>
<body>
My web site is alive!
</body>
</html>

$ git commit index.html

어느 정도 Git에 익숙하다면 “맞아. 파일을 커밋하려면 먼저 git add index.html 명령을 실행해

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파일은 이미 이 장의 “저장소에 파일 

추가하기” 절에서 저장소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파일에 대한 인덱스를 다시 알려 주지 않아도 

된다. 이 인덱스는 Git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인 것이다. 게다가 파일 변경 사항은 명령행에서 지

정된 이름의 파일을 직접 커밋할 때 파악된다. 이 경우,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채로 실행하

는 일반적인 git commit 명령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편집기가 열리면 “Convert to HTML”과 같은 커밋 로그 항목을 입력하고 편집기를 종료한다. 

이제 저장소에는 두 가지 버전의 index.html 파일이 존재한다.

커밋 보기

저장소에 커밋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커밋을 살펴볼 수 있다. Git 명령어 중에는 

개별 커밋을 순서대로 보여 주는 명령어뿐만 아니라 개별 커밋의 요약 정보를 보여 주는 명령어 

그리고 저장소에 있는 커밋의 상세 정보를 보여 주는 명령어도 있다.

git log 명령은 다음과 같이 저장소 내에 있는 개별 커밋들을 시간순으로 보여 준다.

$ git log

commit ec232cddfb94e0dfd5b5855af8ded7f5eb5c90d6
Author: Jon Loeliger <jdl@example.com>
Date: Wed Apr 2 16:47:42 2008 -0500

Convert to HTML

commit 9da581d910c9c4ac93557ca4859e767f5caf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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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Jon Loeliger <jdl@example.com>
Date: Thu Mar 13 22:38:13 2008 -0500

Initial contents of public_html

이 명령의 결과 항목은 최근 항목부터 가장 오래된 항목(원본 파일)까지 순서대로 나열된다.1 각 

항목은 커밋 작성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커밋 날짜, 변경 사항에 대한 로그 메시지 및 커밋의 

내부 ID 번호를 보여 준다. 커밋 ID 번호에 대해서는 4장의 “콘텐츠 주소화 이름”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며, 커밋에 대해서는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특정 커밋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커밋 번호와 함께 git show 명령을 사용한다.

$ git show 9da581d910c9c4ac93557ca4859e767f5caf5169

commit 9da581d910c9c4ac93557ca4859e767f5caf5169
Author: Jon Loeliger <jdl@example.com>
Date: Thu Mar 13 22:38:13 2008 -0500

Initial contents of public_html

diff --git a/index.html b/index.ht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4217e9
--- /dev/null
+++ b/index.html
@@ -0,0 +1 @@
+My web site is alive!

명시적인 커밋 번호 없이 git show를 실행하면 가장 최근의 커밋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된다.

또 다른 보기 명령인 show-branch는 현재 개발 브랜치에 대한 간단한 요약 정보를 한 줄로 보여 

준다.

$ git show-branch --more=10

[master] Convert to HTML
[master^] Initial contents of public_html

1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대기적(chronological) 순서가 아닌 위상적(topological) 순서로 커밋이 나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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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10 구문은 최대 10개의 버전을 표시하도록 지정하는 옵션이지만, 지금은 두 개의 버전만 

있기 때문에 두 버전의 정보만 표시된다. (이 명령의 기본 값은 가장 최근의 커밋만 나열하는 것이다.) 

master라는 이름은 기본 브랜치 이름이다.

브랜치에 대해서는 7장에서 설명하며, git show-branch 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장의 “브

랜치 보기” 절에서 볼 수 있다.

커밋 차이점 보기

index.html 파일의 두 버전 간 차이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두 버전의 전체 커밋 ID를 사용하여 git 
diff를 실행한다.

$ git diff 9da581d910c9c4ac93557ca4859e767f5caf5169 \

            ec232cddfb94e0dfd5b5855af8ded7f5eb5c90d6

diff --git a/index.html b/index.html
index 34217e9..8638631 100644
--- a/index.html
+++ b/index.html
@@ -1 +1,5 @@
+<html>
+<body>
My web site is alive!
+</body>
+</html>

이 출력은 diff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슷하기 때문에 익숙할 것이다. 규칙에 따라 9da581d910c-
9c4ac93557ca4859e767f5caf5169라는 첫 번째 리비전이 더 오래된 버전이고, ec232cddf-
b94e0dfd5b5855af8ded7f5eb5c90d6이라는 두 번째 리비전이 더 새로운 버전이다. 그리고 새

로운 콘텐츠가 포함된 각 행의 앞에는 더하기 기호(+)가 표시된다.

아직도 어렵다고 느껴지는가? 길고 복잡한 16진수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Git
에는 크고 복잡한 숫자를 생성하지 않고도 이와 같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단한 방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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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제거하고 이름 바꾸기

저장소에서 파일을 제거하는 작업은 파일을 추가하는 작업과 비슷하지만, git rm 명령을 사용한

다는 점이 다르다. 웹 사이트 콘텐츠 중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poem.html이라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자.

$ cd ~/public_html

$ ls

index.html poem.html

$ git rm poem.html

rm ‘poem.html’

$ git commit -m “Remove a poem”

Created commit 364a708: Remove a poem
 0 files changed, 0 insertions(+), 0 deletions(-)
 delete mode 100644 poem.html

추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삭제할 때도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git rm 명령은 사용자가 파일을 제

거할 예정이므로 변경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그 다음에 실행하는 git commit 명령에서 변경 사

항이 저장소에 실제로 적용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m 옵션을 생략하고 좋아하는 텍스트 편

집기를 사용하여 “Remove a poem”과 같은 로그 메시지를 대화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다.

git rm 및 git add 명령 조합을 사용하여 파일 이름을 간접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git mv 명

령을 사용하면 빠르고 직접적으로 파일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다음은 간접적인 방법의 예이다.

$ mv foo.html bar.html

$ git rm foo.html

rm ‘foo.html’
$ git add bar.html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mv foo.html bar.html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it rm 명

령으로 인해 foo.html 파일이 파일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git mv 명령을 사용하여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예이다.

$ git mv foo.html b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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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후속 단계에서 준비 단계에 있는 변경 사항을 커밋해야 한다.

$ git commit -m “Moved foo to bar”

Created commit 8805821: Moved foo to bar
 1 files changed, 0 insertions(+), 0 deletions(-)
 rename foo.html => bar.html (100%)

Git에서는 대부분의 유사 시스템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파일 이동 작업이 처리된다. 즉, 두 파일 

버전 간의 콘텐츠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장에

서 설명한다.

저장소 복사본 만들기

앞에서 설명한 단계를 따라오면서 ~/public_html 디렉터리에 초기 저장소를 만들어 두었다면 이

제 git clone 명령을 사용하여 저장소의 완전한 복사본 또는 복제본(clone)을 만들 수 있다. 이 방

법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파일을 가지고 자신만의 고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장소와의 동기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제 다음과 같이 홈 디렉터리에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my_website라는 이름을 지정하자.

$ cd ~

$ git clone public_html my_website

이들 두 Git 저장소에는 완전히 똑같은 오브젝트, 파일 및 디렉터리가 들어 있음에도 미묘한 차이

점이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해 보면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 ls -lsa public_html my_website

$ diff -r public_html my_website

이와 같은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git clone 명령을 사용하여 저장소의 복사본을 만드는 작업은 

cp -a 또는 rsync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Git에서는 복제할 저장소에 대한 이름 지정을 위해 

네트워크 이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저장소 소스 집합이 지원된다. 이러한 형식과 사용법에 대해

서는 12장에서 설명한다.

저장소를 복제한 후에는 복제된 버전을 수정하고, 새 커밋을 수행하고, 로그와 히스토리를 검사

할 수 있다. 복제된 저장소는 전체 히스토리를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저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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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

Git의 구성 파일은 모두 .ini 파일 형식의 간단한 텍스트 파일이며, 수많은 Git 명령어에 사용되

는 다양한 선택 사항과 설정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 일부 설정은 순전히 개인 환경 설정과 관

련된 것이고(예: color.pager), 일부 설정은 저장소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예: core.

repositoryformatversion), 명령의 동작을 약간 조정하기 위한 설정도 있다(예: gc.auto).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Git에서도 구성 파일의 계층 구조가 지원된다. 구성 파일을 우선 순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it/config

--file 옵션이나 기본 옵션을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는 저장소 관련 구성 설정으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

~/.gitconfig

--global 옵션을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는 사용자 관련 구성 설정이다.

/etc/gitconfig

적절한 유닉스 파일 쓰기 권한이 있을 경우 --system 옵션을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는 시스

템 수준의 구성 설정으로 가장 낮은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 실제 설치된 환경에 따라 시스

템 설정 파일의 위치가 다를 수도 있으며(예: /usr/local/etc/gitconfig) 심지어는 아예 없을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저장소에서 커밋을 수행할 때마다 적용할 작성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설정

하려면 다음과 같이 git config --global 명령을 사용하여 $HOME/.gitconfig 파일에 있는 user.
name 및 user.email 항목의 값을 설정한다.

$ git config --global user.name “Jon Loeliger”

$ git config --global user.email “jdl@example.com”

그리고 다음과 같이 --global 플래그를 제외하면 --global 설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저장소 

관련 이름 및 이메일 주소를 설정할 수 있다.

$ git config user.name “Jon Loeliger”

$ git config user.email “jdl@special-project.examp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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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git config -l 명령을 사용하면 모든 구성 파일에 있는 변수의 설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 새로운 빈 저장소를 만든다.
$ mkdir /tmp/new

$ cd /tmp/new

$ git init

# 일부 구성 값을 설정한다.
$ git config --global user.name “Jon Loeliger”

$ git config --global user.email “jdl@example.com”

$ git config user.email “jdl@special-project.example.org”

$ git config -l

user.name=Jon Loeliger
user.email=jdl@example.com
core.repositoryformatversion=0
core.filemode=true
core.bare=false
core.logallrefupdates=true
user.email=jdl@special-project.example.org

구성 파일은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cat 명령어를 사용하여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좋아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편집할 수도 있다.

# 저장소 관련 설정만 살펴본다.

$ cat .git/config

[core]
    repositoryformatversion = 0
    filemode = true
    bare = false
    logallrefupdates = true
[user]
    email = jdl@special-project.example.org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르게 표시된다. 

[core]
       repositoryformatversion = 0
       filemode = true
       bare = true
       logallrefupdates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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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links = false
       ignorecase = true
       hideDotFiles = dotGitOnly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은 다양한 파일 시스템 특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아래처럼 --unset 
옵션을 사용하여 설정을 제거할 수 있다.

$ git config --unset --global user.email

git config 명령의 동작은 Git의 버전이 1.6.2에서 버전 1.6.3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변경되었다. 

이전 버전에서는 --global 옵션 뒤에 --unset 옵션을 사용해야 했지만, 새 버전에서는 어떤 순서

로 사용해도 괜찮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성 옵션과 환경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자주 있다. 예를 들어, 편집

기를 사용하여 커밋 로그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야 한다.

• GIT_EDITOR 환경 변수

• core.editor 구성 옵션

• VISUAL 환경 변수

• EDITOR 환경 변수

• vi 명령어

구성 매개변수는 그 수가 수백 개를 넘는다. 그 많은 매개변수를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들만 다룰 것이다. 구성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git config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별칭 구성하기

다음은 초보자를 위해 소개하는 명령 별칭을 설정하는 팁이다. 자주 사용하지만 복잡한 Git 명령

이 있다면 단순한 Git 별칭을 설정해 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git config --global alias.show-graph \

        ‘log --graph --abbrev-commit --pretty=oneline’

이 예제에서는 show-graph 별칭을 만들고 사용자의 모든 저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

다. 이제부터 git show-graph 명령은 앞에서 여러 가지 옵션과 함께 길게 입력했던 git log 명

령과 동일한 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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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작업을 살펴보았음에도 아직까지 Git의 동작 방법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파일의 각 버전이 어떻게 저장될까? 커밋의 실제 구성 요소는 무엇일

까? 이상한 커밋 번호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master 이름은 왜 있을까? Git의 “브랜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브랜치인가? 모두 좋은 질문들이다.

다음 장에서는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일부 Git 개념을 소개한 후 앞으로 살펴볼 과정을 진행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