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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git) 이란? 

깃(git)은 프로그램 등의 소스코드 관리를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빠른 수행 

속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초에는 리누스 토르발스가 리눅스 커널 

개발에 이용하려고 개발하였다. 깃(git)의 작업 폴더는 전체 기록과 각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깃(git)은 잘 만들어진 서류 저장 전용 소프트웨어이다. 

네트워크에 접근하거나 중앙서버에만 의존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공동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공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깃(git) 사용의 중요성 

많은 공개된 프로젝트들이 소스코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깃(git)을 활용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 자료 저장/공유 체계가 

필요하다. 물론, 개인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충분히 유용한 것이 깃(git)이다. 

개인적 개발과 수정본에 대한 분산 저장이 가능하다.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왔지만,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깃(git)이다. 자료 백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시도와 개발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해 볼 수 있다. 사실상 같은 작업 디렉토리에서 

새로운 개발 시도를 별도의 백업 작업 없이 진행 할 수 있다. 간단한 명령어로서 자동 

백업이 이루어진다. 원본과 새로운 시도가 있는 수정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제시하고 

각각의 보관을 장려한다. 물론 언제든지 원하는 버전을 볼 수 있고 비교하며 작업할 수 

있다. 또한, 버전과 버전 사이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bitbucket.org, github.com, gitlab.com 같은 서비스 깃(git) 호스팅 사이트들이 있어서 

유용하다. 이들 서비스들은 깃(git)의 특징을 잘 반영하여 변경된 파일의 내역을 잘 

제시해준다. 호스팅 서비스는 소스코드 백업 기능을 지원한다. 아울러 웹페이지(URL)를 

통한 프로그램 배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리눅스 소스코드는 500 만명이 넘는 

프로그래머들이 협업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MS 는 75 억달러 (한화 8 조원)에 깃허브를 

인수했다고 한다. 깃허브의 수익 모델은 사적인 저장소이다. 2700 만 사용자 8000 만 개 

이상의 코드가 저장된 곳이다.  

깃(git)의 특징 

- 2005 년 개발, 무료 이용, 사실상의 표준 

- 빠른 속도 

- 단순한 구조- 비선형적인 개발 지원 (동시 다발적 다수의 브랜치 생성을 허용) 

- 완벽한 분산 지원, 서비스 깃(git) 호스팅 사이트가 다수 존재 (비교: SVN, CVS) 

- 약점: 깃(git)은 배우기 어렵다. 



깃(git)의 유일한 약점은, 아마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유닉스/리눅스 명령어들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윈도우즈의 경우 직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조직적으로 일을 하려면 

리눅스/유닉스 형태의 문자 기반 명령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생산성이 있다. 명령어 

기반으로 배워두면 마우스 기반의 명령을 수행할 때 해당 명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깃(git)을 사용하지 않아도 많을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추후 협업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배워 두어야만 하는 것이 깃(git)이다. 물론, 혼자 작업하는 경우에도 깃(git)은 충분한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github.com, bitbucket.org, gitlab.com 과 같은 깃(git) 

호스팅을 잘 활용하는 자체가 깃(git)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밖의 깃(git) 

호스팅도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 결국, 전반적인 깃(git)에 대한 개념을 잡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실제에서는 자료를 찾아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인터넷에는 매우 자세한 자료들이 있다. 기본 개념을 잡아 두면 언제든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깃(git)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들 

깃(git)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들은 아래와 같다. 개발된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사용할 

경우에는 최종 수정본 복사만이 충분할 것이다. 예를 들어, tar.gz, zip 같은 프로그램 

배포 양식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깃(git)의 복제(clone)은 일반적인 복사(copy)와 

다르다는 것에 주목 해야한다. 복제는 개발 기간에 만들어진 모든 수정본들을 동시에 

복사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최종 수정본만을 복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즉,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파일들만 복사하는 경우와 다르다. 

 

- 기존 프로젝트를 깃(git) 저장소로 만드는 방법 (개발한 것들이 이미 있는 경우) 

- 다른 서버에 있는 저장소를 복제(clone)하는 방법 (개발된 것을 가져와서 시작하는 

경우) 

 

먼저 기존의 프로젝트(예를 들어,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던 곳)에 깃(git)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이다. 일단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본 해설에서는 유닉스/리눅스 

개발환경을 가정하고 있다. 기존 프로젝트 작업 장소에서 처음 실행하는 명령어는 

아래와 같다. 단순 초기화에 해당한다. 

$ git init 

위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야 추가적인 깃(git) 명령어가 들어간다. 해당 프로젝트 

디렉토리 초기화 명령어이다. 기존의 일반 폴더에서 깃(git) 명령어를 받을 수 있는 

폴더로 변환을 이루게 해준다. 디렉토리 .git 가 위의 명령어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대로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깃(git)이 파일을 추적/관리하게 하려면 저장소에 파일을 add 

하고 commit 해야한다. commit 명령어가 수행되면 그 명령어 단위로 파일들이 보관되게 

된다. 보관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보관 자료를 볼 수 있다. (보관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정해준다. commit 할 때마다 프로젝트가 별도로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저장된다. 

이러한 고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commit 명령을 수행한 내용은 나중에 불러올 

수 있다.) 추적, 관리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을 add 로 등록을 해야한다. staging area 에 

넣는다는 표현도 사용한다. 추적, 관리하고 싶은 파일들을 먼저 선언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최종적으로 commit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일을 만들고 바로 commit 하는 것이 

아니고 add 하고 난 후에 commit 할 수 있다. 특정한 파일들만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저장하고자 한다. 이 때, 관심이 없는 파일들, 디렉토리, 파일 양식들을 미리 선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도와주는 전용 파일이 있다. .gitignore 라는 파일이 그런 

일들을 도와준다. 이것은 단순한 통상의 파일이고 내용은 추적하지 않는 파일들의 이름 

또는 양식을 한 줄에 하나씩 적어주는 것을 요구한다. commit 명령어를 이용한 저장을 

위해서는 파일을 추적해야한다. 이러한 작업을 staging 이라고 한다. add 명령어를 

이용하여 파일을 staging 시킨다. staging 된 파일은 결국에는 commit 될 것이다. 즉, 

별도의 이름과 더불어서 보관이 될 것이다. 보관 될 때 이름을 해쉬값이라고 한다. 매우 

긴 이름이 하나 생긴다. git log 명령어로 확인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름은 앞의 8 자리 

정도만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1e8fb5 와 같은 형식이다. 긴 이름을 모두 

복사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진행하는 프로그래밍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때, 브랜치(branch)를 활용한다. 

기본 브랜치는 master 브랜치라고 부른다. 여러 개의 브랜치를 만들 수 있다. master 

브랜치 이외의 브랜치 이름은 사용자들이 정하는 것이다. 기본 브랜치와 달리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브랜치를 만든다.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때 독립적인 개발과 테스트가 

필요할 것이다. 이 때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git branch 라는 명령어로 현재 

만들어진 브랜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브랜치들은 완전히 독립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의미한다. 물리적으로 같은 디렉토리에서 간단한 명령어를 활용하면 브랜치를 

바꾸어서 독립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소스코드들이 혼합되지 

않고 완전하게 분리되어 저장되고 개발되는 것이다. 완전히 독립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브랜치들을 합치는 것도 나중에 가능할 

것이다. 당연하게도 하나의 브랜치에서는 add, commit 기능을 수행하여 프로그램을 

보관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브랜치별로 이루어지고 보관될 

것이다.  

 

특별한 브랜치에서 작업을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별도의 브랜치를 만들지 않았다면 

master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되고 만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파일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저장하고 싶다면 아래의 명령어를 사용한다. 즉, add 명령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나열해 보았다.  

$ git add filename 

$ git add directoryname 

$ git add  . 
$ git add file1 file2 file3  

$ git add *.c .gitigonore 

$ git add LICENSE 

.gitignore 라는 파일도 추적을 해야만 한다. 위의 예에서 표시된 git add 뒤에 있는 .은 

모든 파일, 디렉토리들을 지칭한다. git add –A 도 같은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 git status 

$ git commit -m 'initial project version' 
add 할 때, 디렉토리 이름을 주면, 그 아래 모든 것들을 다 추적하게 된다. 저장을 위한 

관리 대상이 된다. 위의 commit 명령어로부터 수정본의 저장이 이루어진다. 즉, 수정본에 



대한 고유의 해쉬값을 부여하게 된다. 이 해쉬값이 수정본의 고유 이름이 된다. 수정본 

이름은 매우 길지만 앞의 8 자리정도만 복사해서 사용하면 충분하다. 매우 긴 이름을 

모두다 부를 필요가 없이 앞에서 8 자리 정도만 불러줘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해쉬값의 

또 다른 이름은 commit checksum 이다. 파일을 수정할 때마다 add 해야 한다. unstage 
시키는 방법(관리 대상, 추적 대상의 파일에서 제거)은 아래와 같다. 이 명령어가 파일을 

지우지는 않는다. 생각해 보니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없는 파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이다. 프로그램 개발에 잠시 필요한 파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장할 필요는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 git reset HEAD pathname/filename 

아래의 명령어는 파일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살려 두지만 깃(git)에 의한 파일 추적을 

해제해 버리는 효과가 있다. 

$ git rm --cached filename 

commit 하나 이전 

$ git reset HEAD^ 

commit 두 개 이전 

$ git reset HEAD^^ 

commit 명령을 한 번이라도 활용한 경우, 저장된 코드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명령어가 필요하다.  

$ git log 

$ git log --oneline 

깃(git)은 전체를 저장하고 있다. 이전 것과의 차이만을 저장하는 방식을 깃(git)은 

사용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원하는 저장본을 볼 수 있다. 물론, 파일 하나만 볼 수도 

있다.  또 다시 원래 진행하던 일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 git checkout a1e8fb5 

$ git checkout a1e8fb5 hello.py 

개발할 때, 항목별로 개발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면 좋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브랜치(branch)이다. 여러 개의 브랜치를 만들어서 개별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브랜치는 master 라고 하는 특별한 

브랜치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브랜치들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확실하게 보존하고 또한 혼합되지 않는 새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프로그램 개발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master 브랜치는 개발이 완료된 브랜치를 의미할 것이다. 실제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고 보급될 소스코드들을 의미한다. 그 이외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고 테스트할 것이다. 그리고 병합(merge)을 통해서 새로운 master 

브랜치가 탄생할 것이다. 깃(git)에서 브랜치 기능은 뒤쪽에서 자세히 다시 언급할 것이다. 

깃(git)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명령어는 commit 명령어이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는 소스코드의 수정본을 저장할 수 있다. 수정본의 이름은 고유한 해쉬값이 

할당되게 된다. 언제든지 해쉬값을 이용하여 수정본을 꺼내어 볼 수 있다. checkout 

명령어를 활용하여 수정본 전체 또는 수정본에 있는 특정 파일을 꺼내어 볼 수 있다. 

commit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들이 다수 있다. commit 한 자료들을 나열해 볼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다. commit 명령어를 수행한 것들은 모두 보관되고 리스트를 뽑아 볼 



수 있다. commit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add 명령어가 필요하다. 추적, 보관이 

필요한 파일들을 선별하는 명령어가 add 명령어이다. 파일, 디렉토리 등이 add 명령어의 

대상이 된다.  

staging 되지 않으면 commit 될 수 없다. 따라서, 저장될 수 없다. 이것은 깃(git)에서 

명백한 사실이다. 사실 staging 되지 않은 파일들을 보관하는 방법이 깃(git)에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나중에 설명할 stash 기능이 있다. 이것은 staging 하지 못한 내용들을 

임시로 보관하고 나중에 꺼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저장이 아니고 

임시적인 저장이다. 물론, 저장 기능은 매우 유용한 것이다.  

깃(git)을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을 여기에서 설명한다. 복제(clone) 방법으로 깃(git)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이다. 복제하고자하는 것은 당연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결과물일 것이다. 이것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추가로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다.  

$ git clone https://github.com/BVLC/caffe.git 

위의 복제 명령어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컴퓨터에 bibgit2 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git 디렉토리를 만든다. 위의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개발 역사까지 모두 얻게 되는 것이다. 프로젝트 개발 역사를 

통째로 복제해오는 것이다.  

$ git clone https://github.com/BVLC/caffe.git mylibgit 

위처럼 명령어를 실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생성되는 폴더의 이름이 위에서 정한 

것처럼 바뀌게 된다. 긴 역사를 가지고 개발되어 온 프로젝트들은 용량이 클 수 있다. 

당장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컴파일을 하고 새로운 계산을 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가장 최신본만 복제해내는 방법이 있다. 그 이전의 내역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깊이가 가장 낮은 복제라고 볼 수 있다. 

$ git clone -depth=1 repositoryname 

$ git clone ssh://john@example.com/path/to/my-project.git 

$ cd my-project 

위의 마지막 명령어를 활용하면 새로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깃(git)은 파일들을 다음의 3 가지 상태들로 분류할 수 있다. (git status 로 파일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git diff 라는 명령어도 유용하다.)  세가지 상태들은 staged, 

modified, committed 을 말한다. 파일을 수정하고 staging area 에 추가하면 staged 상태가 

된다. 그냥 수정한 상태이면 modified 상태이다.  staged 는 commit 하기 위해서 

미리 표시 해두는 작업이다. 따라서 committed 상태는 commit 명령어를 수행한 이후의 

상태를 지칭한다. 특정 버전을 checkout 한 것이 현재 작업 폴더(working directory) 

이다. staging area 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commit 하여서 .git 디렉토리에 영구적인 

스냅샷으로 저장한다. 

 

$ git status 

이 명령어로 파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Changes to be committed”와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가 붙은 파일은 원하면 언제든지 commit 명령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일이라는 것이다.  한 번 add 하고 난 후 파일을 다시 수정했다면, 



결국, 다시 add 해야만 한다. 수정 전후에 git status 명령어로 각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git status -s 

파일들의 상태를 체크해 준다. 처음에 add 하고 commit 한 후 다시 파일을 수정할 수 

있다. 다시 add 하지 않은 경우 후속으로 이어지는 commit 에서 빠지게 된다. git commit 

--amend 명령어에서도 빠지게 된다. 즉, 수정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add 는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작업이다.  

git status 명령어에서 “nothing to commit”라는 말이 나왔다면, 모든 파일들이 add 

되고 committed 되었다는 뜻이다. 만약, modified 란 말이 있다면, add 하지 않은 상태의 

파일이 있다는 뜻이다. 처음에 추적을 했었고, 수정된 파일인 경우에 modified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commit 명령에서 제외 된 파일이 있다는 뜻이다. commit 명령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add 명령어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더 add 명령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파일이 modified 에서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때, git checkcout 

filemodified 을 수행하면 된다. 그리고 git statuts, git diff 를 사용하여 원본으로 돌아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git diff 

수정했지만, staged 상태가 아닌 파일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명령어는 stage 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수정한 파일을 모두 staging area 에 포함시켰다면 git diff 명령어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다. git diff hashv1 hashv2 처럼 명령어를 수행하면 수정본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출력해 준다. 예를 들어, 자동 병합에 실패해서 수동으로 병합 

준비를 완료한 경우, 곧바로 git add filename 처럼 추적을 완료할 수 있다. 이 때, 

연이어서 git diff abranch bbranch 를 사용하면 변경 내역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 git diff --cached 

명령어는 staged 상태인 파일을 확인해준다. commit 할 때마다, 프로젝트의 스냅샷을 

기록한다.  

 

$ rm filerm 

$ git status 

$ git rm filerm 

$ git status 

이렇게 하면 깃(git)이 더이상은 이 파일을 추적하지 않는다. 깃(git)이 놓아 주는 상황이 

된다. 깃(git) 입장에서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해당 파일은 버전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소적으로는 파일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곧 바로 

commit 명령어를 수행해 줄 수 있다.  

$ git rm --cached README 

$ git rm \*~ 

 



commit 한 파일을 지울 때:  -f 옵션이 필요하게 된다. (-f 옵션, 강제성을 표현하고 

있다. ) stage area 에서는 제거하고 실제 파일은 유지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저장을 위한 

추적을 포기하지만 참조할 수 있는 파일로는 보관하는 경우이다.  

$ git rm --cached DeleteMe.txt 

파일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한다. 

$ git move afile bfile 

명령어는 아래의 명령어들과 동등하다. 

$ mv afile bfile 

$ git rm afile 

$ git add bfile 

$ git reset HEAD abcdfile 

파일을 unstage 시키는 방법이다.  

 

파일 내용을 수정했으면 다시 git add 명령어를 실행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to 

be commited”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관리하지 않는 파일들, 추적하지 않는 

파일들 목록을 넣어 두는 파일의 이름이 정해져 있다.  

.gitignore 

이 파일 속에 아래와 같은 것들을 한 줄씩 적어 줄 수 있다.  

*.exe 

*.x 

*.o 

*.a 

*.log 

*.[ao] 

*.mod 

*~ 

build/ 

doc/*.txt 

같은 형식으로 한 줄씩 추적하지 않는 파일들 또는 파일들의 형식을 적어 줄 수 있다. 

특정 디렉토리 속에 있는 파일들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 파일(.gitignore)도 

add 하고 commit 해야만 한다. 특정 무리의 파일들을 깃(git)이 자동으로 추적/저장을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 git help 

위의 명령어를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깃(git)의 핵심 명령어들 

깃(git) 명령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래의 두 가지(add, commit)이다. 앞서서 

이들을 설명했지만 이들이 깃(git)의 핵심 명령어들이다. 이 명령어 다음에는 브랜치 관련 

운영방식을 익히고, 브랜치를 병합할 수 있으면 깃(git)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원격 

저장소에 파일들을 올리거나 가져오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배우면 된다. 사실 브랜치를 

활용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master 브랜치에서 개발을 행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commit 

명령어를 수행한 모든 소스코드들이 이미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git add . 

$ git reset HEAD abcdexclue 

위의 명령어들은 모두를 다 staging area 에 넣은 후, abcdexlude 라는 파일만 다시 

staging area 에서 제거시킨 것이다. git reset hashval 명령어도 당연히 가능하다. 

$ git commit -m “20161115”  
이 두 가지 명령어가 파일을 수정한 후에 진행하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이다. 모든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저장을 수행한다. 이것을 가정할 때,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령어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깃(git)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명령어 요약이 가능하다. 깃(git) 기본 개념은 

아래의 URL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incredible.egloos.com/7136780 

프로젝트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컴파일, 계산을 해 볼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이 과거 

상태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다시 최신 프로젝트 상황으로 돌아 올 수 있다. 

$ git checkout a1e8fb5 

컴파일, 테스트 수행함. 

$ git checkout master 

프로젝트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도 비슷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 git checkout a1e8fb5 hello.py 

$ git checkout HEAD hello.py 

 

명령어 영역 사용 상황 

git reset Commit-level Commit 무시하기, 

Uncommitted 파일삭제 

git reset File-level Unstaging a file 

git checkout Commit-level 브랜치 변환, 조회 

git checkout File-level 변경 취소(현재 작업 장소) 

git revert Commit-level Commit 취소 (공적인 장소) 

git revert File-level N/A 

 

commit: 

저장하는 명령어이다. 변화된 내용만 저장하게 된다.  (업로드 시키는 경우, 여러 명의 

개발자가 각자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즉, 국소 컴퓨터에서만 적용된다.)  한 번도 commit 

한 적이 없는 파일은 깃(git)으로 복구할 수 없다.  한 번 수행한 commit 명령어를 다시 

보완하고 싶을 때, 즉, commit 명령어 수정본이다.  

$ git commit -m 'initial commit' 

$ git add forgottenfile 

$ git commit –amend –m “messagechanged” 

위에 표시된 3 가지 명령어는 단 한 번의 commit 로 기억된다. 방금 commit 을 수행 

했는데, commit 에 포함하지 못한 것을 방금 찾았을 때 --amend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git commit –amend –m ‘messagechange’을 활용하여 잘못 적어버린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다. 변화를 git log 명령어로 확인한다. git commit –amend 를 실행할 수 있다. 이 

http://incredible.egloos.com/7136780


경우 메시지를 직접 편집하게 된다. git log --stat 명령어를 사용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옵션을 사용한 commit 명령어는 나중에 언급할 

rebase 명령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잘못해서 message 를 잘못 넣었다면, 그것을 

위에서 표시한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  

 

최종 확정본: HEAD 

 

3 가지 종류의 취소들: 

-  $ git reset --soft HEAD~ 

commit 상태만 변경하고자 함. 즉, uncommit 상태로 변경 

-  $ git reset --mixed HEAD~ 

언커미트 수행 그리고 언스테이지 수행, 이 옵션이 디폴트 옵션이다. 

-  $ git reset --hard HEAD~ 
완전히 취소 

 

git log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는 해쉬값을 복사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쉬값은 

앞에서부터 8 자리 정도만 복사하면 된다. 이 값을 사용하여 git reset –soft 

hashvalue 처럼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브랜치에서 해쉬값을 복사하고 

다른 브랜치로 이동하여 앞서 복사한 브랜치 속의 commit 본을 가져올 수 있다. git 

cherry-pick hashvaluecopied 처럼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git log 와 git status 를 통해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git reflog 명령어도 유용하다. 

 

깃(git) 사용에 필요한 기초 등록 그리고 원격 서버 

처음 등록할 때 필요한 명령어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몇 가지 기초적인 

명령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git --version 

$ git config --global user.name "A C Deff" 

$ git config --global user.email "acdeff@gmail.com"  

vi 대신에 emacs 를 에디터로 사용할 경우: 

$ git config --global core.editor emacs 

$ git config -- list 

$ git help config 

$ git config --help 

$ git add --help 

 

실질적인 시작 단계 (기존의 파일들이 있는 경우) 

$ git init 

기존의 파일들이 있는 경우, 깃(git)을 시작하고자 한다. 또 다른 형식의 시작, 기존의 

URL 로부터 시작하기가 가능하다. 그것은 아래의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다. 

git clone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복제해서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완전한 버전 역사를 

복제하는 것이다. 



$ ls -la 

$ git -rf .git 

깃(git) 연관 작업을 하지 않고 싶을 때, git status 명령어를 사용한다. 더 이상 파일들을 

추적하지 않는다.  

$ git status 

새로운 것, 변화된 것을 확인해 준다. 매우 유용한 명령어이다. 아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일 것이다. 파일들이 tracked 인지, untracked 인지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 vi .gitignore 

해당 파일들 리스트를 파일 속에 작성해 준다. 깃(git)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싶지 않은 

파일들 정리해 준다. 

 

$ git status 

파일들의 변화를 체크하기 위한 명령어 

$ git diff  

트랙되고 있는 파일들에 대한 변화를 체크함. 파일 수정 후, 기존의 staging 된 파일과 

비교함. 

$ git add filename 

$ git diff --cached 

  
이미 commit 한 상태에서 비교 사항을 보고 싶을 경우, 아래의 명령어를 사용한다. 

$ git log 

변화의 역사, commit 역사 (현재의 브랜치에 제한 된 것) 

$ git log -p 

각 commit 의 diff 를 보여준다. 즉, 적용된 패치를 보여준다. 

$ git log -p -1 

$ git log -p -2 

$ git log --stat 

$ git log --shortstat 

$ git log --name-only 

$ git log --name-status 

 

git add -A  [git add *.html 또는  특정 파일 이름, git add filename] 

$ git status 

$ git add .gitignore 

$ git status 

$ git reset filename 

$ git status 

$ git reset 

$ git reset --hard 

전체를 되돌리고 싶을 때, staging area 에서 빼고 싶을 때 

$ git reset filename  

unstaging, 파일 보존 

$ git status 



 

$ git revert HEAD 

$ git revert $id 

 

$ git commit -m “Initial” 

working directory, staging area 를 넘어서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상태를 얻어낸다. 모든 

정보는 .git  디렉토리에 저장된다. 

$ git status 

$ git log 

 

국소 저장소(개인의 작업환경, 회사 컴퓨터)와 원격 저장소(예를 들어 깃허브)가 

있다. 원격 저장소는 다른 사람과 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백업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외부 URL 로부터 프로그램과 깃(git) 작업 사항들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 git clone URL wheretoclone 
또는 cp 명령어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 디렉토리 복사와 같은 양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 git clone ~/existing/repo ~/new/repo 

$ ls -la 

$ git remote -v 

$ git branch -a 

복제하여 온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든 것이라면, 보관할 장소(URL)를 깃(git)에게 알려줄 

수 있다. 

$ git remote add origin https://inholee@bitbucket.org/inholee/amadeus.git 

$ git remote 

URL 이름을 단순화 시켜서 지정할 수도 있다. 

$ git remote add pb https://github.com/paulboone/ticgit  

$ git remove -v 

 

$ git diff 

$ git status 

$ git add -A 

$ git status 

$ git commit -m “abc” 
 

$ git push origin master 

외부 장치에 보관하기, 업로드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명령어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즉, 거절되는 경우를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master 

브랜치 말고도 새로운 브랜치도 업로드 할 수 있다. 

$ git push origin branchname 

master 대신에 새로 만든 branchname 을 업로드하고자 할 때, 위의 명령어를 활용한다. 

가장 인기 있는 웹호스팅 방식의 깃(git) 서비스 시스템은 bitbucket.org, github.com 과 

같은 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bitbucket.org(프로젝트 공개일 경우, 유료) 에서 

https://github.com/paulboone/ticgit


github.com(프로젝트 비공개일 경우, 유료) 으로 소스코드를 전송하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http://commandliners.com/2015/02/moving-a-repository-from-

bitbucket-to-github/] 

 

$ git clone https://bitbucket.org/rafacas/test.git 

$ cd test 

$ git remote  

origin 

$ git remote -v 

origin https://bitbucket.org/rafacas/test.git (fetch) 

origin https://bitbucket.org/rafacas/test.git (push) 

$ git remote rename origin bitbucket 

$ git remote 

bitbucket 

$ git remote add origin https://github.com/rafacas/test.git 

$ git remote 

bitbucket 

origin 

$ git remote -v 

bitbucket https://bitbucket.org/rafacas/test.git (fetch) 

bitbucket https://bitbucket.org/rafacas/test.git (push) 

origin https://github.com/rafacas/test.git (fetch) 

origin https://github.com/rafacas/test.git (push) 

 

$ git push origin master 

$ git remote rm bitbucket 

$ git remote -v 

origin https://github.com/rafacas/test.git (fetch) 

origin https://github.com/rafacas/test.git (push) 

 

깃(git)의 브랜치 

예를 들어 기존의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 

곁가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이다. 

대부분 같은 내용이지만 새롭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테스트해보고 싶을 경우가 

있다. 이러할 때, 원본은 그대로 보관해 두고(기존 브랜치) 새로운 시도(새로운 브랜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브랜치 기능이다. 당연하게도 여러 개의 브랜치를 만들 수 있다.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지 않고 작업을 해왔던 곳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브랜치 기능을 위한 명령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 수 있다. 아래의 

두 개 명령어를 사용하면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고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다.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고 곧바로 그 브랜치를 checkout 한다. 그 다음 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commit 한다. 그 다음 master 브랜치를 checkout 한다. 예를 들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기존의 브랜치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신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merge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http://commandliners.com/2015/02/moving-a-repository-from-bitbucket-to-github/
http://commandliners.com/2015/02/moving-a-repository-from-bitbucket-to-github/


또한, 필요하지 않은 브랜치를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원격 

서버에 push 하여 보관 또는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할 때 아래의 명령어를 사용한다. 

$ git branch try 

$ git checkout try 

작업 준비 완료, 새로운 브랜치 생성 그리고 새로운 일 작업 준비 완료가 이루어졌다. 

브랜치는 매우 많을 수 있다. 그 목록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git branch <로컬 브랜치 상황을 확일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 git status 

로컬 디렉토리, 파일들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작업 수행 <브랜치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 git add -A 

$ git commit -m "try, branch" 

브랜치에서 작업 완료 상황을 가정하면 원격 저장까지 가능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것이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이 명령어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다. 

$ git push -u origin try 

$ git push origin try 

master 자리에 try 가 와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git push origin master 명령어와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브랜치 완료 작업, 원격 저장 

$ git branch -a 

만들 수 있는 브랜치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 개의 브랜치를 만들 수 있다. 

$ git checkout master 

$ git pull origin master 

이것이 원격 서버로부터 파일들 가져오기 명령이다. 

$ git merge try 

합치기, master 본에 합치기, 합치기에 성공했다면 아래와 같이 원격 저장을 시도할 수 

있다. 현재 브랜치에 대고 합치는 것이다. 현재 브랜치는 git branch 로 확인 가능함. *가 

붙은 브랜치가 현재 브랜치이다. 

$ git push origin master 

master 본 원격 저장 

$ git branch --merged 

$ git branch -d try 

브랜치 지우기, 로컬 저장 내용을 지워버린다. 필요 없는 경우에 지울 수 있다. 

$ git branch -a 

$ git push origin --delete try 

브랜치 지우기, 원격으로 저장되었던 브랜치 내용도 지울 수 있다. 

$ git branch -a 

 

아래의 명령어들로 머지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 git branch --merged 

$ git branch --no-merged 

 

병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은 한 가지 방식의 소스코드뿐일 



것이다. 프로그램어는 반드시 한 가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만 한다. 서로 다른 

부분은 통일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병합을 시도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한 다는 것은 충돌이 없는 상황을 사용자가 직접 만든다는 뜻이다. 

파일들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 전에 add 를 먼저 

수행해야할 것이다. 브랜치들 사이의 병합은 뒤쪽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 git add filename 

이후 병합을 시도한다.  

$ git diff branch1 branch2 

$ git tag 1.0.0 1b2e1d63ff 

 

$ git branch subs 

$ git checkout subs 

새로운 브랜치, 작업 준비 완료 

$ git status 

$ git add -A 

$ git commit -m "subs" 

작업 완료 

$ git push -u origin subs 

원격 저장, 새로운 브랜치를 원격 저장한다는 의미이다. 원격 브랜치의 생성이다. 

$ git checkout master 

$ git pull origin master          <pull = fetch + merge> 

$ git merge subs 

합치기 

$ git push origin master 

working directory  

staging area 

.git directory 

 

$ git add –A 

-A 는 --all 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의미한다. 

$ git status 

$ git add .gitignore 

$ git add -A 

$ git status 

 

$ git reset filename 

$ git status 

$ git reset 

 

$ git commit -m "initial" 

$ git status 

$ git log 

 

$ git clone URL wheretoclone 

$ git remote -v 



$ git branch -a 

$ git diff 

$ git status 

$ git add -A 

$ git status 

$ git commit -m "mul" 

$ git push origin master 

 

$ git branch divide 

$ git branch 

이것은 로컬 브랜치 목록 보기 명령어이다.  

$ git checkout divide 

$ git status 

$ git add -A 

$ git commit -m "div" 

예를 들어, 웹호스팅 서버스를 하는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git push -u origin divide 

$ git branch -a 

$ git checkout master 

$ git pull origin master 

$ git branch –merged 

병합된 브랜치만 보여준다. 병합할 브랜치를 선택하고 병합한다.  

$ git merge divide 

$ git push origin master 

$ git branch –merged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브랜치는 삭제할 수 있다. 삭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삭제가 안 될 경우, 브랜치가 병합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 git branch -d divide 

$ git branch –a 
마찬가지로 서버에 저장된 브랜치도 지울 수 있다. 원격 브랜치의 삭제에 해당한다. 

$ git push origin --delete divide 

$ git branch -a 

      
$ git checkout -b newfeature 

$ git branch -a 

$ git commit -am "newfeature" 

$ git push origin newfeature 

$ git branch -a 

 

$ git checkout master 

$ git branch 

$ git merge newfeature 

$ git branch 

 



지우기 명령어 

$ git branch -d newfeature 

$ git branch -a 

$ git status 

지우기 명령어, 원격 저장소에 보관된 것을 지우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 git push origin :newfeature 

$ git branch -a 

$ git branch br1 

$ git checkout br1 

작업을 수행한다. 

$ git checkout master 

$ git status 

$ git merge br1 

다른 브랜치에서 행한 작업을 master 브랜치로 가져올 수 있다. 해당 master 브랜치로 

이동한 다음 미리 복사해둔 해쉬값을 이용할 수 있다.  

$ git checkout master  

$ git cherry-pick 99daed3 

원격 브랜치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브랜치를 말한다. 다른 팀원이 만들어서 원격 

저장소에 올려놓은 origin/brc1 이라는 브랜치를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소 컴퓨터에 있는 brc1 브랜치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새로 받은 브랜치를 병합하고 

싶을 때는 git merge origin/brc2 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병합하지 않고 원격 브랜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고 싶다면 git checkout –b newbrc2 origin/brc2 
처럼 명령어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새로운 브랜치에서 수정 작업을 이어 갈 수 있다. 

깃(git)의 핵심 기능, 브랜치 병합 

브랜치를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병합(merge)이라고 한다. 브랜치를 합치는 

것은 브랜치를 통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의미한다. 테스트 해본 결과 

잘 작동하며, 원본과 합쳐서 최신 기능이 포함된 버전을 만든다는 것이다. 병합이 좋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비파괴적 작업이다. 존재하는 브랜치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리베이스(rebase)와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브랜치들을 합치는 것에는 rebase, 

merge 두 가지가 있다. merge 는 다시 fast-forward 그리고 3-way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부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브랜치를 만들고 병합하는 것을 

연습한다. 브랜치를 원격으로 보낼 수도 있다. 브랜치를 여러 개 순서적으로 만들 수 

있다. 개발 완료, 테스트 완료된 것이라면 master 브랜치에 병합할 수 있다. 두 개의 

브랜치를 만든다는 것은 장차 두 브랜치가 서로 달라지게 될 것이란 것이다. 서로 

달라진 내용이 일어나서 하나의 수정본을 만들 수 없을 때를 충돌이라고 한다. 

$ git checkout feature 



$ git merge master 

 

충돌(conflict): 

같은 파일의 한 부분을 동시에 수정했을 때 일어난다. 한 명이 프로그래밍을 해도 

이것은 가능하다. 두 명이 commit 를 한 경우, 서로 다른 내용이 올라올 수 있다.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git status 명령어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프로그래머가 직접 

수정 작업을 수행한다. commit 를 수행하여 merge 를 완료한다. 사실 새로운 것은 

충돌로부터 나온다. 

 

브랜치(branch):  

특정한 commit 을 가리키는 파일이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 브랜치 기능을 활용한다.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브랜치로 이동하는 명령어는 checkout 이다. 작업들은 각각의 브랜치에 보관되어 있다. 

새로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것은 조그만 파일 하나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의 수정본과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브랜치를 활용한다. forks 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고 싶다. 남이 만들어 낸 결과물을 

복제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fork 라고 한다. 아주 독립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브랜치를 활용하는 것과 개념적으로 같은 것이다. 

다만, fork 의 경우 원본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 권한이 없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사용한다. 추후에 원본 개발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을 완성하였는데 원본에 추가해 보시면 어떨지 의견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고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master 로 

돌아와 병합을 수행한다. 돌아 올 때는 git checkout master 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것이다. git push origin branchname 으로 원격 저장소로 브랜치를 보낼 수도 

있다.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기전에는 이미 master 라는 브랜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브랜치를 새로운 작업 장소라고 생각한다. 여러 개의 브랜치가 순서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브랜치가 공존할 수 있다. 기본으로 선택된 수정본 

브랜치 이름은 master 이다. master 도 하나의 브랜치이다. 특별한 브랜치일뿐이다. 항상 

최종 수정본이며 발표용 수정본이 되기를 희망하는 브랜치이다. 새로운 이쓔가 발생하여 

해당 이쓔(iss53)를 소스코드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프로그램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자. 

 

$ git checkout -b iss53 

아래와 동일한 명령어  

$ git branch iss53 

$ git checkout iss53 

그 뜻은 새롭게 만들어진 브랜치 이름이 iss53 이라는 것이다. 연이어서 iss53 작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 git merge iss53 

$ git status 

$ git mergetool  



 

$ git checkout feature 

$ git merge master 

 

$ git checkout feature 

$ git rebase master 

새로운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master 라고 불리우는 브랜치에 결국에는 병합한다. 3-

way merge + merge commit = rebase + merge  

 

현존하는 여러 개의 브랜치 조회를 아래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다. 브랜치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매우 많을 수도 있다.  

$ git branch 

 

newbranch 라는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시킬 수 있다.  (자신만의 새로운 일들, 수정, 추가) 

브랜치 이름이 뒤에 온다.  

$ git branch newbranch 

여러 개의 브랜치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해도 된다. 이름이 달라야만 한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브랜치는 삭제한다. 병합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 git branch -d newbranch 

이름 변경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git branch -m oldbranch newbranch 
$ git branch 

$ git branch develop 

$ git checkout develop 

작업, add, commit 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한다. 이렇게 새로 생긴 

브랜치에서만 변경된 부분만 master 브랜치와 다른 경우, master 와 병합 시킨다. 이러한 

병합 방법을 fast-forward 방법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작업들을 수행하면 된다.  

$ git checkout master 

$ git merge develop 

 

이러한 병합 방법이 fast forward merge 방법인데 가장 간단한 병합 방법이고 

직관적이다. 또 다른 병합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3-way merge 방법 (공통, 하나, 

또 다른 하나, 이렇게 3가지가 가능하다.)이다.  

 

$ git checkout develop 

파일을 수정하였다. add, commit 완료한 경우를 가정한다.  

$ git checkout master 

동일한 파일을 수정한다. add, commit 완료한 경우를 가정한다. 이렇게 변경사항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변경이 분리된 상태에서 합칠 때, 그야말로 일반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으로 각각의 브랜치에서 변경 내역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master 브랜치와 새로 만든 브랜치 각각에서 변경 내용이 서로 다르다. 

 

$ git merge develop 



이러한 시도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깃(git)은 충돌 내용을 알려준다. 해당 파일들을 

vi(vim/emacs) 로 직접 수정하여 충돌 내역을 없애준다. 사용자가 직접 차이점을 

확인하고 파일을 수정해야한다. 그 다음 add, commit 명령어를 수행한다. 

$ git add filename 

$ git commit -m "solve the confliction" 

새로 만든 브랜치에서 충돌을 해결한 경우이다. 충돌이 없어진 상황이다. 이 순간부터 

병합을 할 수 있다.  

$ git checkout develop 

헤드를 옮겨놓는다. 

$ git merge master 

이것까지 하게 되면, master, develop 이 모두 다 같은 해쉬값을 가지게 된다. 병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 git log 

 

commit 역사를 한 줄로 바꿀 때, 관리하고 자 할 때, rebase 명령어를 활용한다. 아래의 

명령어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합칠 브랜치는 master 브랜치이다. 

$ git checkout master 

파일들을 수정한다. add, commit 수행한다. 

$ git checkout develop 

파일들을 수정한다. add, commit 수행한다. 

$ git rebase master 

리베이스 완성 후, 다시 fast-forward merge 를 아래와 같이 시도할 수 있다.  

$ git checkout master 

$ git merge develop 

 

합치는 것은 rebase, merge 두 가지가 있다. merge 는 다시 fast-forward 그리고 3-way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git branch --merged 

병합된 브랜치 리스트를 확인할 때 위의 명령어를 활용한다. 이 리스트에 나타난 

브랜치들 중에 필요 없는 브랜치가 있으면 그 것을 지울 수 있다. 당연히 최종 수정본을 

의미하는 master 브랜치는 지우지 않을 것이다.  

$ git branch --no-merged 

$ git branch -a 

위의 명령어로 브랜치들을 체크할 수 있다. 

$ git branch -d dele 

$ git push origin --delete dele 

$ git branch -a 

위의 명령어들을 수행하기 전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명령어로 브랜치 리스트를 

중간에 체크할 수 있다.  

깃(git)에서 한 브랜치에서 다른 브랜치로 합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merge, 

rebase 가 그 두 가지이다. 결국, commit 역사가 서로 다르다. 병합은 두 브랜치의 최종 

수정본만을 가지고 합치는 것이다. rebase 는 브랜치의 변경사항을 순서대로 다른 



브랜치에 적용하면서 합친다.  이미 공개되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commit 을 rebase 하면 

안된다.  

 

merge: 

서로 다른 개발 내용들을 분석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 국소 저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병합이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병합이 자동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충돌을 찾아내어서 해결해야만 한다. 병합하려면 commit 해야 한다. 자신의 

수정본이 원격으로 push 되지 않을 떄, 즉, 그 사이 원격 저장소 내용이 바뀌었을 때, 

우선 fetch 를 수행한다. 그 다음 병합을 한다. 

fetch: 

가져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어이다. 원격에 있는 것을 가져올 때 사용한다. 국소에는 

없는 것을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fetch/pull 로 최신 상태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push 한다.  

 

국소 저장소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변경해 놓은 것을 포기함. 또는 잘못 한 것을 

포기함.) 새롭게 시작할 경우: 

$ git fetch origin 

$ git reset --hard origin/master 

다시 말해서 pull = fetch + merge 

$ git pull 

원격 저장소의 변경 내용들이 받아지고 또한 병합된다. 명령어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충돌이 발생할 경우 차이점을 찾고 add 하고 commit 한다. 즉, 병합을 시도해야 

한다. 국소 master 수정본에서 다음의 명령어를 수행하므로써 병합을 시도할 수 있다. 

병합이 완료되면 다시 git push origin master 명령어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git merge origin/master 

 

깃(git)의 핵심 기능, 리베이스 

rebase 는 마치 commit –amend 명령어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commit 의 

역사를 바꾸는데 사용하는 명령어가 rebase 이다. commit 한 것들의 순서를 결합하거나 

움직이게 하여 다른 기준을 commit 하는 것이다. 브랜치가 있을 때 누구나 최신 

수정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이 때, 새로운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merge 와 rebase 의 차이점을 논할 때 이용한 명령어 조합 비교가 있었다. 

$ git log –oneline 

이 명령어를 한 번 실행해 본다. rebase 하기 전에 말이다. 

$ git rebase 

$ git rebase –interactive 

위의 명령어들은 현재의 브랜치가 rebase 되게 하는 것을 도와준다.  

$ git checkout feature 

$ git merge master 

아래의 두 명령어 조합이 rebase 작업 수행이다. 위의 것은 병합 작업 수행이다. 

$ git checkout feature 

$ git rebase master 



위의 명령어 조합 대신에 rebase 작업을 위하여 아래의 명령어 조합이 가능하다. 

$ git checkout feature 

$ git rebase –i master 

이러한 명령어를 이용하면 기존의 commit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commit 을 무시하고 중요한 commit 역사 위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병합 명령어로는 수행할 수 없다. 다른 브랜치들로부터 온 변화들을 

병합할 때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국소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 버전에 대한 또 다른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 git rebase --onto master srv1 srv2 

srv1, srv2 가 독립적인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위의 명령어를 이용하여 master 

브랜치로부터 각각 독립적인 브랜치가 될 수 있게 한다. 

커미트 역사, 커미트 메시지 조작: 

$ git rebase -i HEAD~3 
마지막 3개를 인터렉티브로 rebase 

$ git rebase -i --root 
rebase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commit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메시지도 변경할 수도 있다. 

$ git rebase -i --root 
pick --> r 

로 변경 

저장 종료 

각각 메시지를 에디터로 수정할 수 있다. 

$ git checkout dev  

$ git rebase master  

두 개의 commit 를 합치는 방법: 

$ git rebase -i HEAD~2 

두번째만 pick --> s 

변경해 줌. 

저장 종료. 

해당 메시지를 새롭게 저장해 준다. 하나의 메시지로 저장해 준다. 

한 줄의 commit 를 두 개로 만들기 

rebase 는 기본적으로 commit 역사를 바꾸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 브랜치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리베이스이다. commit 역사를 바꾸기 때문에 rebase 는 공개된 

퍼브릭 브랜치에서는 사용을 자제 해야한다. 국소적으로 사용할 때는 유용한 것이다.  

$ git rebase -i HEAD~ 

pick --> e 

저장 종료. 

$ git reset HEAD~ 

$ git add file 

$ git commit -m "add" 

$ git rebase --continue 



rebase 기능 

text changes 

version 1, version 2, version 3 

 

distributed version control 

open source 

github 2008 

 

$ git rebase -i --root 

pick --> r 

 

$ git rebase -i HEAD~2 

pick --> s 

commit message 를 수정한다. 

두 개의 commit 들을 하나의 commit 으로 병합한다. 

 

$ git rebase -i HEAD~ 

$ git reset HEAD~ 

 

$ git branch 

상태 체크 

$ git branch dev1 

$ git branch 

 

rebase, merge 

$ git checkout dev1 

 

$ git checkout master 

$ git merge dev1 

 

$ git checkout dev1 

$ git checkout master 

3way merge 

$ git merge dev1 

충돌 발생 

 

$ git reset --soft HEAD^ 

 

$ git --version 

$ git init 

$ ls -a 

$ git status 

$ git add . 



$ git status 

$ git commit -m "ad" 

 

$ git branch abc 

$ git status 

$ git checkout abc 

$ git status 

$ git add . 

$ git commit -m 'abc' 

$ git status 

 

$ git remote add origin https://github.com/abcc.git 

$ git pull origin master 

$ git status 

 

$ git push origin master 

$ git push --all origin    위의 명령어는 모든 브랜치를 전송하는 것이다. 

$ git push --force origin master 

 

master  

test 

develop 

feature1, feature2 

깃(git)의 핵심 기능, 브랜치 작업 상태 보존, stash 

한 브랜치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예를 들어, add, commit 하지 않은 상태), 더 급한 일을 

하려고 다른 브랜치로 갈아 탈 때가 있다. 즉, commit 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원격으로 전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당연히 국소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아서 commit 하는것도 

부적적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자칫하면 작업한 내용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깃(git)은 staging 되지 않은 파일은 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서 unstaging 된 파일들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영어 

단어 stash 의 뜻은 안전하게 숨겨두다이다. stash 하지 않고, 다른 브랜치로 checkout 을 

실행하면, 변경된 내용이 checkout 하는 브랜치로 따라서 오게 된다.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stash 를 사용한다. staging 되지 않은 파일들은 stash 명령어에 

의해서 보관되지 않는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u 옵션을 활용하면 staging 되지 

않은 파일들도 동시에 stash 명령어에 의해서 보관된다. 

 

$ git status 

$ git stash save “worked on 123” 

$ git status 



$ git stash show stashname 

위의 명령어를 순서대로 수행해 본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때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올 것이다. git stash 명령어 이후에는 git diff, git status 두 명령어를 바로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 git stash 명령 이후에는 정리된 환경에서 rebase, merge, pull 같은 

명령어를 수행 할 수 있다. 

$ git stash list 

임시 저장 내역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 git stash pop stash@{2} 

$ git stash apply stash@{2}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 git stash -u 

자신이 개발하던 것을 잠시 백업으로 보관하는 기능이다. 언젠가는 다시 불러내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아직 일들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commit 을 하는 것도 

부적절 해 보인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다른 일들이 있어서 branch 를 변경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가정하자. 다소 난감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일들은 금방 처리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하던 일 잠시 보관하고 다시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을 것이다.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수정한 파일들만 저장한다. modified file, staging area 에 있는 

파일들을 보관한다. -u 옵션을 활용하면 staging 되지 않은 파일들도 동시에 stash 

명령어에 의해서 보관된다. 

 

$ git status 

$ git stash -u 

$ git status 

위의 명령어들을 통하여 작업 디렉토리가 정돈된 것을 확인한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stash 는 지워버려도 된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다. 

$ git stash list 

$ git stash drop stash@{1} 

$ git stash clear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삭제) 

 

$ git diff 

$ git pull  

(원격 저장소로부터 받아 옴) 

$ git stash pop 

$ git commit -a -m “modification” 

(stash 에 백업된 내용을 적용하여 병합함, 즉, stash pop 을 이용하여 병합함.) 

 

$ git stash list 

$ git stash show -p 



$ git help stash 

 

commit 하지 않은 상태에서 pull 할 경우, fast forward 하지 않은 것이다. 

 

$ git rm useless_item 

$ git mv old  new 
 

모든 것을 commit 하고 브랜치를 옮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stashing, commit 

amending 방법을 활용해야만 한다. stash 한 것들은 push 할 때, 원격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 git status 

On branch master 

Changes to be committed: 

new file: style.css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 

modified: index.html 

$ git stash 

Saved working directory and index state WIP on master: 5002d47 our new homepage 

HEAD is now at 5002d47 our new homepage 

$ git status 

On branch master 

nothing to commit, working tree clean 

일을 한다. 

$ git status 

On branch master 

nothing to commit, working tree clean 

$ git stash pop 

On branch master 

Changes to be committed: 

new file: style.css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 

modified: index.html 

Dropped refs/stash@{0} (32b3aa1d185dfe6d57b3c3cc3b32cbf3e380cc6a 

 

$ git stash apply 

On branch master 

Changes to be committed: 

new file: style.css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 

modified: index.html 

 



깃(git)의 핵심 기능, 몇 가지 명령어들과 실질적인 연습 

유닉스/리눅스 명령어와 유사하게 깃(git) 명령어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만 깃(git) 명령어들에 익숙해질 수 있다. 원격 저장 명령어들을 연습하기에 

위해서는 bitbucket.org, gitlab.com, githup.com 과 같은 웹 서비스 사이트에 무료로 

가입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언제든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유닉스/리눅스 상에서도 연습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쉽게 깃(git) 명령어들을 

연습할 수 있다. .git 디렉토리를 지우면 연습이 끝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 연습에 

부담이 전혀 없다. 

 

fork:  

권한이 없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사용한다. 우선 타인의 프로젝트를 

복제한다.  (자신의 고유 영역으로 복제하는 것이다.) 원래 프로젝트의 관리자(project 

owner)가 아닌 사람들은 fork 하고 수정해서 push 할 수 있다.  원래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owner)를 기본적으로 도와 줄 수 있다. 복제해 간 개발자가 추후 개선 

작업들을 통해서 원 프로젝트를 개선할 수 있다. 자신의 네임스페이스로 복사하는 것, 

복사한 사람 자신의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권한이 있다. 복제한 사람이 

자신의 국소 컴퓨터에 복제해서,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브랜치를 만들고 개선 

작업을 수행을 완료할 것이다. 개인 저장소 브랜치에 push 한다.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개선된 방식,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토의를 할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의미 있는 개선으로 인식하면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pull request 를 

병합한다. fork 한 프로젝트를 국소 컴퓨터로 가져 오면서 일을 시작한다.   

$ git clone https://github.com/tonychacon/blink 

$ cd blink 

fork 를 수행한 개발자가 자신이 목표로 했었던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한다. 아래의 

명령어와 함께 작업을 진행한다.   
$ git checkout -b slow-blink 

$ git commit -a -m 'three seconds is better' 

새로운 branch 를 만들어서 하고자 했었던 작업을 완료한다.  

$ git push origin slow-blink  
개인 저장소에 push 한다. fork 한 저장소에 가보면 새로운 브랜치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제되기 전 원래의 저장소에 pull request 를 보낼 수 있다.  아니면 

저장소의 브랜치 페이지로 가서 new pull request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국소 컴퓨터에 

pull request branch 를 당겨와서 병합해도 된다. 

$ git remote add upstream https://gibhub.com/schacon/blink 

$ git fetch upstream  

$ git merge upstream/master 

$ git push origin slow-blink 

참고: git push origin master  

$ git remote show origin 

 

https://github.com/tonychacon/blink
https://gibhub.com/schacon/blink


$ git add 

깃(git)이 특정 파일들을 눈 여겨 보기 시작하게 해준다. stag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 또한, 트랙킹이라고도 한다. 관리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을 명시적으로 

정해주는 것이다. 이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파일들은 .gitignore 라는 특정 파일 속의 

파일 이름들로 정리되어 있을 수 있다.  commit 명령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 git commit  

저장 명령어이다. 변경 사항을 나중에 참조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스냅샷을 찍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를 수행해야만 한다. commit 역사를 조회하는 명령어가 있다. 

$ git log 

$ git log -2 

$ git log -p -2 

$ git log --stat 

$ git log -pretty=oneline 

 

한 번 commit 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 다시 파일을 수정하고, git add 하는 경우 또는 

git rm 으로 파일을 지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전의 commit 에 추가 하고 싶을 경우, 

새로운 commit 을 만들지 않고, 최종 commit 에 변경사항을 넣어 버릴 수 있다.  rebase 
에서처럼, 이미 push 해 버린 commit 을 수정하면 안된다. 아래의 명령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이다.  

$ git commit --amend 

 

checkout(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master 브랜치 또는 

new_branch 브랜치를 보고 싶을 때: 

$ git checkout master 

$ git checkout new_branch 
 

Tag: 

특정 날짜의 소스 코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commit 을 보조하는 것, tag 

이름을 지정하여 checkout 하면 특정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정 commit 에 tag 를 

하기 위해서 명령의 끝에 commit 해쉬값 을 명시한다. 

$ git log --pretty=oneline 

$ git tag -a v1.1  9fceb02 
 

$ git tag aaa 

$ git tag 

$ git log --decorate 

$ git tag -n 

$ git tag -d aaa 

 

$ git tag v2.5 1b2e1d63ff 

 

$ git tag 1.0.0  1b2c00 



수정본 식별자를 마지막에 넣어 준다.  

$ git log 

명령어로 수정본 식별자를 얻어 낸다.  

 

origin/master 가 의미하는 것: 원격 저장소 origin 의 기본 브랜치인 master 를 표시한다. 

원격에 있었던 것을 가져온 것을 지칭한다. 새로운 형식의 브랜치 이름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국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master 브랜치와는 다른 것이다.  

master 가 의미하는 것: 국소 저장소의 기본 브랜치인 master 를 표시한다. 

 

현재 브랜치에 병합 한다. 아래의 브랜치를 합친다. 

$ git merge branchname 

자신의 작업을 끝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master 브랜치에 추가한다. 

자신의 국소 컴퓨터 (개발자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이다. 다른 사람들의 것과 독립이다.) 

에서 작업한 것을 웹 저장소에 올리는 경우, 즉, commit 한 것을 올리는 경우: 

$ git push 

반대 개념으로 자신의 국소 컴퓨터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고 싶을 경우: 

$ git pull 

자신이 개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공개된 원격 소스코드들에 변화가 

일어 날 수 있다. 당연한 것이다. 이 때, 개발자는 최신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최신본을 따라서 개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fetch 

명령은 원격 저장소의 데이터를 모두 국소 리눅스로 가져오지만, 자동으로 병합하지 않

는다. 그래서 당신이 국소 리눅스에서 하던 작업을 정리하고 나서 수동으로 병합해야 한

다. 쉽게 git pull 명령으로 원격 저장소 브랜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동으

로 국소 브랜치와 병합시킬 수 있다.  

 

Update: 

최신의 소스 코드를 받아 오는 경우, 즉, 국소 컴퓨터에서만 적용된다. 

 

$ git mv README.md README 

위의 명령어는 아래의 명령어들과 동일한 것이다.  

$ mv README.md README 

$ git rm README.md 

$ git add README 

 

원격에 있는 서버의 저장소를 복제해서 국소 컴퓨터에 만들 경우 (남의 것 최초 복사): 

$ git clone https://github.com/libgit2/libgit2 

$ git clone https://github.com/libgit2/libgit2 mylibgit 

$ git clone https://github.com/schacon/ticgit 

$ cd ticgit 

$ git remote 

 

https://github.com/libgit2/libgit2
https://github.com/libgit2/libgit2
https://github.com/schacon/ticgit


git clone URL test_folder_name 

git clone 주소 

$ git clone https://emmap1@bitbucket.org/emmap1/bitbucketstationlocations.git 

 

pull requests: 

다른 사람들이 코드에 대한 의견, 새로운 코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원본을 

개발한 개발자는 다른 개발자의 제안을 accept/reject 를 해야만 한다. 결국, 소스코드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다. 다른 개발자들은 최대한 쉽게 반영될 수 있게 테스트를 포함한 

결과들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추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도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git status 

commit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 상황 조회 

 

$ git remote add origin 

국소 저장소가 아니고 원격 저장소 위치를 원점으로 삼는다. 즉, 원격의 원점이라는 

뜻이다.  

 

git add 의 변형으로 해석을 해야 자연스럽다. 즉, 추가하는데 원격 원점으로 새로 

잡았다.  원격 원점이 새로운 원점이 되게 한다는 뜻이다. 원격 저장소로부터 클론을 

해서 만든 경우가 아닐 때, 원격 저장소로 소스 코드를 밀어 놓고자 한다면, 원격 

저장소를 정의해줘야 한다.  원격 저장소를 정의 하는 방법: 

$ git remote add abcremote https://github.com/twitter/abcremote.git  

 

원격 저장소 확인 (국소 저장소가 알고 있는 원격 저장소 표시, push, fetch 둘 다 

가능함): 

$ git remote -v 

원격 저장소 확인 (국소 저장소가 알고 있는 원격 저장소 표시, push, fetch 둘 다 

가능함): 

$ git remote rm 

형식으로 지울 수 있다.  

$ git remote rename 

형식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원격 저장소에 올리기: 

$ git push 

$ git push origin master 

반대로 받아 오기: 

$ git pull origin master 

 

새로운 원격 저장소 추가 (복제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개발한 경우에 해당): 

$ git remote add 

$ git remote add origin https://inholee@bitbucket.org/inholee/amadeus.git 

https://github.com/twitter/abcremote.git


$ git remote 

특별히 선정한 단축명으로 추가하기: 

$ git remote add pb https://github.com/paulboone/ticgit 

$ git remove -v 

 

원격 저장소 목록 

$ git remote -v 

 

원격 저장소 정보 제공 

$ git remote show 

 

원격 저장소 삭제 

git remote rm 

 

$ git commit -a -m “abcd” 

(변경사항 전부를 add 하고 commit 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다. 동시에 두 가지 명령어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별적으로 add 하고 commit 할 수 있다.) 

$ git fetch 

$ git merge origin 

$ git push 

$ git checkout -b branch_test 

이 때는 master 브랜치와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브랜치 목록을 살펴 본다. 출력 

결과물에서 별표(*)가 붙은 것이 현재 작업중인 브랜치이다.  

$ git branch 

작업 수행, master 브랜치와는 상관없는 일들이다. 

$ git checkout master 

$ git branch -D branch_test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브랜치를 지우는 방법이다. 변경 사항을 무시한다. 이것은 

강제 삭제 진행을 의미한다. 

 

$ git checkout -b branch_new  a1b2c3 
새로운 브랜치 branch_new 를 생성하고, 그 곳에 수정본 a1b2c3 을 내려 받는다. 새로운 

작업의 시작이 어느 수정본에서 출발하는지를 지정해주는 것이다. 

 

$ git checkout master 

작업 

$ git status 

$ git add old_file new_file 
(추적 관리되고 commit 될 파일들 정리한다.) 

$ git status 

 

$ git diff 

https://github.com/paulboone/ticgit


최근 commit 된 것과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수정은 했지만 staged 상태가 안 된 것을 

비교해준다.  즉, modified 상태와 staged 상태는 서로 다른 상태들이다. staged 상태가 

되어야 commit 할 수 있다.  

$ git diff --cached 
stage 되고 commit 안 된 것을 보여준다.  

 

$ git diff master branch_test 

 

$ git diff origin 

fetch 해서 가져온 것과 비교하기 

HEAD: 현재 작업중인 브랜치의 최신 수정본을 표시한다. 여러 개의 commit 이 있어도 

최근에 추가한 commit 이 기준이다. 

$ git reset --soft HEAD^ 

최신 commit revision 을 바로 전 revision 으로 설정한다. 

$ git reset commit_name 

undo 를 실행한다. 국소적으로는 유지한다. 

$ git reset --hard commit_name 

 과거의 commit 로 귀환하는 것, commit 했었던 것 모두 포기한다. 

$ git reset --hard 

$ git revert HEAD 

$ git revert commit_id 

$ git checkout id_version file_version 

  
$ git diff --staged 

stage 된 것과 commit 된 것 사이의 차이 

 

$ git diff 

stage 되지 않은 것들의 차이 

 

참고: 

https://confluence.atlassian.com/bitbucket/tutorial-learn-about-pull-requests-in-bitbucket-

cloud-774243385.html 

bitbucket.org 에서는 fork 를 지원한다. fork 기능: 새로운 추가 기능을 만들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일 먼저 fork 를 눌러서 새로운 구현의 준비를 수행한다. 그 다음 fork 된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clone 한다. 아이디어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다시 fork 해 둔 

곳으로 올린다. pull requests 를 작성한다. accept/reject 될 것인지를 기다린다.  

 

$ cd ~/repos 

$ git clone https://emmap1@bitbucket.org/emmap1/myteamquotes.git 

$ git status 

$ git add editme.html 

https://confluence.atlassian.com/bitbucket/tutorial-learn-about-pull-requests-in-bitbucket-cloud-774243385.html
https://confluence.atlassian.com/bitbucket/tutorial-learn-about-pull-requests-in-bitbucket-cloud-774243385.html


$ git commit -m "Making a change" 

$ git push origin master 

 

참고: 

https://confluence.atlassian.com/bitbucket/copy-your-git-repository-and-add-files-

746520876.html 

 

bitbucket 에서 repository 를 만든 다음, 아래와 같이 desktop 에서 일을 할 경우를 

생각해 본다. 물론, 비어 있는 디렉토리를 clone 할 수 있다. 아래의 URL 주소는 

bitbucket 에서 clone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알려주는 것이다. 

$ cd ~/repos 

$ git clone https://emmap1@bitbucket.org/emmap1/bitbucketstationlocations.git 

$ git status 

파일을 만들고, 수정하고,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다. 그러한 테스트가 끝이 났다고 

가정하자.  
$ git add locations.txt 

$ git status  

$ git commit -m 'Initial commit' 

$ git push origin master 

$ git pull --all 

                                                             
bitbucket 에서 변화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반대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bitbucket 

에서 파일을 만들고 commit 한 경우, 이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 git pull --all 

 

참고: 

https://confluence.atlassian.com/bitbucket/use-a-git-branch-to-merge-a-file-

681902555.html 

                                                              
$ git branch future-plans 

checkout 을 수행해야 진짜 브랜치를 만들어 낸 것이다. 

$ git checkout future-plans 

                                                        
하지고 했었던 일들을 수행한다. 

$ git status  

$ git add stationlocations  

$ git commit -m 'making a change in a branch' 

                                                           
$ git status 

master 브랜치에 대고 병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명령어 수행이 필요하다.  master 

브랜치에 HEAD 가 위치하도록 한다. 작업하던 모든 것을 commit 하고 master 브랜치로 

이동한다. (stash 기능은 이런 것과 다른 것이다. )  

https://confluence.atlassian.com/bitbucket/copy-your-git-repository-and-add-files-746520876.html
https://confluence.atlassian.com/bitbucket/copy-your-git-repository-and-add-files-746520876.html
https://confluence.atlassian.com/bitbucket/use-a-git-branch-to-merge-a-file-681902555.html
https://confluence.atlassian.com/bitbucket/use-a-git-branch-to-merge-a-file-681902555.html


$ git checkout master 

future-plans 라고 불리는 브랜치를 master 라는 브랜치에 병합시키고자 한다. 위에서 

준비한 계획대로 실제로 병합을 수행한다. 

$ git merge future-plans 

$ git branch --merged 

$ git branch --no-merged 

$ git branch -D not_merged_branch_name 

참고: 

http://incredible.egloos.com/7136780 

https://www.youtube.com/watch?v=HVsySz-h9r4 

bitbucket.org, gitlab.com, github.com 등 깃(git) 호스팅 사이트들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

다. 프로젝트의 중앙 저장 장치가 되는 것이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이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남의 프로젝트를 fork한다. 그 다음 fork한 것을 자신의 국

소 저장소, 개발 장소로 clone한다. 개발을 완료한다. 또는 자신의 기여분을 만들어 낸다. 

commit 명령어를 수행한다. 자신의 fork 위치로 push한다. 이 때,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bitbuckt.org, gitlab.com, github.com에 로그인 하여, push 하였던 내역들을 조사해 본다. 

원저자에게 자신의 기여분이 원본에 들어가서 갱신되도록 pull request를 작성한다. fork

와 오리지날 저장본을 비교해 본다. 그 다음 원작자의 평가를 기다린다. 받아들여지면 

기여분이 병합이라는 방식으로 원본에 추가될 것이다. 

http://incredible.egloos.com/7136780
https://www.youtube.com/watch?v=HVsySz-h9r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