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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울것…

• 아시겠지만 Github을최소한으로쓰는법

• GIT (Distributed Version Control System)도조금
• By Linus Torvalds

• http://git-scm.com/

• GITHUB에서 Code Review 도조금

http://git-scm.com/


Github?

• Git을기반으로하는소프트웨어프로젝트관리사이트

• GITHUB과 git 관계?

• Git 이라는 Source Control 방법을 github이사용할뿐

• Github을쓴다는것은

• Source Control

• Issue Tracking/Control

• 협업도구 (fork/pull request)

• Statistics  등을쓴다는것



Github 시작하기 – github.com



Repository 만들기

OR… 다른원본소스를 fork 해오면
같은복사된 repository가내게도생김 !!



남들도볼수있게

Readme를만들어줌



짜잔

자동으로만들어진 ‘제목만있는’
허접 Readme.md (Markdown 언어지원)

Branch
이 Repository에서유지하고있는

소스 Branch 수

(Master) Branch
표시

살아있는 issue, pull request 개수



Contributor
이프로젝트참여자수

로컬환경에서
이 github repository를보는 URL

Setting 메뉴의 Collaborator 설정에서
프로젝트참여자, 

즉이 repo에 commit 할수있는
사람 ID를추가가능

Release 하면
이름붙은 Tar Ball을

Download 할수있게만들어줌

Issue제기



Repository Punch Card (contributor 화면에서)



Issue.. 는 Issue다.

어떤이슈든
이프로젝트와상관이있는

‘해결되어야하는’ 문제/comment(?)를적고해결되는과정을 Track

1. Bug Report (재현방법까지)
2. 새로운기능요구
3. Review / Comment
4. …



Issue.. 는 Issue다. – 살아있는것들을 close 하면서작업

아직살아있는이슈



Local에서 … git download
http://git-scm.com/downloads

OR
$ sudo apt-get update 

$ sudo apt-get install git

http://git-scm.com/downloads


C:\Program Files\Git



$ cd /c

하면 C:\> 위치로 감



설정 후 clone 해옴
clone (remote repository를 복사해옴)



‘git’ survival guide.

• $ git config --global user.email “name@domain.com“

• $ git config --global user.name “name“

• $ git clone https://github.com/<id>/test-repo.git

• $ cd test-repo

• 여기에서 소스를 만들고… 어쩌구 작업

• $ git add * (or 실제 고친/추가한 file들, 버전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들)

- Source, Makefile, Configuration File, (Data) 등, NO BINARY please

• $ git commit –m “my commit messages“

• $ git push origin master      (id, password 물어봄)

Clone 해 온 것이 아니면… 

$ git remote add origin <원격 서버 주소> 를 먼저 ! (origin을 지정하기)

https://github.com/<id>/helloworld.git


http://dev.azki.org/40

Undo Button



Git의 branch

- Branch는 Sub director나그냥 복사본이 아니다…

결국은 master에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임시로 가지고 있는 놀이터..

(원본 소스와 격리된 상태에서 작업)

- 혼자 개발할 때는 별 쑈를 해도 상관 없다. (undo를 할 수 있으므로)

- 여럿이 할 때는 main line (master branch)를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Branch를 하나 만들어 지지고 볶고 작업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Test를 다해서 확신이 생긴 뒤에
merge 하여 master에반영하고 remote에 push



여러 버전으로 가지치기, branching (1)

1.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면 기본으로 master 가지가 만들어짐

뭔가 정말 최소한의 의미를 가진 버전이 나올 때 까지는 여기서 작업…

2. Master는두고 뭔가 개정(기능 추가 등)을 하려면.. 

3. “<branch_name>＂이라는이름의 가지를 만들고 거기서 작업

$ git checkout –b <branch_name>  (local에 생김)

4. 개발을 진행해서 commit를 하고…

$ git push origin <branch_name>  (필요하면)

하면새로운 <branch_name> 브랜치가서버(github)에생김

(즉, 이제서야다른사람에게도보임)



여러 버전으로 가지치기, branching (1)

1. 브랜치 해서 한 작업이 완료되면 master 가지로 돌아와

$ git checkout master

<branch_name> 브랜치 (local에있는) 내용을 Merge

$ git merge <branch_name>

Merge 된결과를 repository master에저장

$ git push origin <branch_name>

6. 브랜치 지우기

$ git push origin --delete <branch_name>  (github의 branch 삭제)

$ git branch –d <branch_name>  (local의 branch 삭제)

여러명이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충돌이 날 수도 있음

– 자세한건 안알랴줌..

에러가 나고 해당 파일을 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게 됨..



Github으로코드리뷰

• Reviewer가원본코드를가지고있는경우

• Reviewee가코드를 fork 해서수정

• Reviewee가만든코드를 local에 commit하고
• Pull request 날리면
• Reviewer는 Pull Request Menu에들어가

diff 된소스의라인번호위에 [+] 표시를눌러
review 코멘트

• Reviewee가원본코드를가지고있는경우
• 소스를 fork 하거나
• 소스를열어편집하려하면 fork 라하고나옴.
• /* minsuk : comment */ 등으로 review 코멘트를적은뒤
• Pull request를날림 (reviewee가 reviewee 에게)

• 그냥협업환경이라면..
• Reviewer가 Commit log에코멘트를달아주면끝…
• 해당커밋에댓글이달린표시가나옴.. 그걸없애면서작업



Git Survival Guide
1. 커밋로그, Pull Request에보면
소스가있어요..

2. 라인번호위에마우스를대면
+ 표시가생기고, 그위치에
Review Comment를달고싶으면클릭



2. 여기에 review Comment를입력



3. 그러면원래없었던
이표시가생김. 
클릭해서들어가서고치고
comment를지우면끝



Commit log나 pull request는이
렇게생겼는데각각 ID가있음

4. 그 commit log에커멘트를달았다면, 해당
ID link 를 copy 해서, Review를했다는제목+간
단설명과함께새로운이슈로등록 (리뷰했
으니까쫓아가서봐바..)

5. 이걸클릭하면.. Review comment가달린
Commit으로직행하여, 수정하고 Issue를 close

4. Review 결과도이슈이므로…



유용한 Link

• Github의 git 15분만에배우기 Tutorial

• git-치트시트.pdf

• git을시작하기위한간편안내서

• Progit (책)

• Git 브랜치배우기 (online 따라하기)

• Git 사용자설명서 (무려김남형씨가쓴)

• GIT 실전사용방법 - 1. git 기본편

• 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는 git 입문

https://try.github.io/levels/1/challenges/1
http://www.insightbook.co.kr/wp-content/uploads/2013/04/git-%EC%B9%98%ED%8A%B8%EC%8B%9C%ED%8A%B8%ED%94%84%EB%A6%B0%ED%8A%B8.pdf
http://rogerdudler.github.io/git-guide/index.ko.html
http://git-scm.com/book/en/v2
http://learnbranch.urigit.com/
http://namhyung.github.io/git-user-manual-ko/
http://blog.hibrainapps.net/18
http://backlogtool.com/git-guide/kr/intro/intro1_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