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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관리가 없는 개발환경버전관리가 없는 개발환경

우리는어떤식으로프로그램을개발해왔나?

코드작성
(수정)(수정)

저장(백업) 테스트



버전관리가 없는 개발환경버전관리가 없는 개발환경

수백~수천 Line 정도의간단한프로젝트에
서는버전관리가꼭필요하지않을수있다서는버전관리가꼭필요하지않을수있다.

하지만수백명의개발자가참여하는수백,수하지만수백명의개발자가참여하는수백,수
천만 Line의대규모프로젝트라면?



버전관리 시스템이란?버전관리 시스템이란?

프로젝트산출물 기타등등

코드 프로젝트문서



버전관리 시스템이란?버전관리 시스템이란?

작업본체크아웃, 갱신

커밋

저장소
네트워크

체크아웃,  갱신

작업본커밋 작업본커밋



왜 버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가?왜 버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가?

위험위험 분업의분업의 중앙집중중앙집중위험위험
감소감소

분업의분업의
효율화효율화

중앙집중중앙집중
적적관리관리

밤새 힘들게수정한프로그램에치명적인문제가생겼다면?

한프로젝트내에서여러개발자가충돌로인해자신의업무를제대로
수행할수없다면?

개발자들이 개발을진행하는상황을관리자가파악할수없다면?



왜 버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가?왜 버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가?

IT 회사에근무하는마이클은야근을회사에근무하는마이클은야근을
하다가자신이개발한프로그램에
문제가있다는것을발견하게되는데.. 1 2

3 4

넌해고야 !!넌해고야 !!

하지만몇일뒤고객으로부터
프로그램에심각한버그가있다는항의
전화를받은성질더러운사장은..



왜 버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가?왜 버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가?

기능강화
네트웍기능추가모든버전이

보안기능강화
버그수정네트웍기능추가

저장소에기록된다.

V 3.0V 3.0V 2.0V 2.0VV 1.81.8VV 1.51.5V 1.0V 1.0

최초프로그램 버그수정 버그수정

치명적
오류

최 램 버 수정 버 수정
기능강화



왜 버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가?왜 버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가?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을 할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버전관리시스템은 그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하지만 버전관리시스템은 그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왜 버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가?왜 버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가?

소스가 한 곳으로 모이고 소스의 변경시점마다 관여한 개발자를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버전관리 시스템의 종류버전관리 시스템의 종류
저장소의구조차이

• 분산모델 : 개발자개개인이공유된저장소를가지는형태

• Gnu Arch,CVS, SVN 등

• 클라이언트 서버모델 : 서버에저장소를두고각자복사본을가지고작업하는형태• 클라이언트-서버모델 : 서버에저장소를두고각자복사본을가지고작업하는형태

• ClearCase, Visual SourceSafe 등

소스공개유형공개유형

• 오픈소스

• Gnu Arch, CVS, SVN 등

• 상용제품

• ClearCase, Visual SourceSafe 등

서로의작업이충돌하는것에대한인식서로의작업이충돌하는것에대한인식

• 낙관적잠금방식 : 자유롭게사용하고충돌이나면해결

• CVS, SVN 등

• 비관적잠금방식 : 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한사람이작업을할때는다른사람이작업을할수없도록막음

• Visual SourceSafe 등



버전관리 시스템의 종류버전관리 시스템의 종류

CVS와 SVN 비교CVS와 SVN 비교

CVS(Concurrent Version System) SVN(SubVersioN)( y )

• 1986년 Dick Grune에의해서개발

• 가장대중적인버전관리시스템

• 개별파일단위로만버전관리

S (S b o )
•2004년개발

•소스코드뿐아니라바이너리도지원

•커밋의단위가파일이아닌변경된작업단위개별파일단위 버전 리

• 아스키코드로된파일명만지원 •디렉토리나파일별로세밀한접근제어가능

•CVS에비해빠름

•CVS와개념및사용법이거의같아서, CVS 사
용자가쉽게옮겨올수있음용자가쉽게옮겨올수있음



Subclipse 설치 및 사용 예Subclipse 설치 및 사용 예

Step 1 : Subclipse 설치Step 1 : Subclipse 설치



1

Help -> Install New Software 선택



2

Add를선택한뒤 Add Site창이뜨면 Location에
http://subclipse.tigris.org/update_1.6.x를쓰고 OK를누름



3

설치할 Item을고르는창에서 Subclipse에체크하고 Next



4

디폴트로모든하위 item들이선택되어있으므로그냥 Next



5

인스톨할항목들을최종적으로확인한뒤 Next



6

약관에동의한뒤 Finish



7

설치가진행되는중. 기다려준다.



8

지금이클립스재시작을할건지물어본다.  
Subclipse 를사용하기위해서 Yes를선택



9

S b li 가제대로설치된건지보기위해Subclipse가제대로설치된건지보기위해
Window -> Open Perspective에서

SVN Repository Exploring가추가되어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한다. 



Subclipse 설치 및 사용 예Subclipse 설치 및 사용 예

Step 2 : Google Project hosting 
서비스를 이용한 SVN 서버 설치



10

Code.google.com 사이트에접속하여
“프로젝트호스팅” 선택



10

“오픈소스프로젝트에참여합니다” 선택



10

Create Project 선택



10

Project name, summary, 
description 를입력

Version control system 에서
Subversion을선택, Source code 

li 에서 E li  P bli  Li  license에서 Eclipse Public License 
1.0을선택후 Create project 선택



10

Source탭선택



10

해당 젝 i 과해당프로젝트로 commit과
checkout이가능한

주소이므로잘메모해둔다

프로젝트접근을위한
암호를보여준다



10

Commit과 Checkout을
위한패스워드이므로

메모해둔다.메 해 다



Subclipse 설치 및 사용 예Subclipse 설치 및 사용 예

Step 3 : Subclipse 사용법Step 3 : Subclipse 사용법



10

프로젝트를생성하고
소스를작성해본다.

“Hello World”를출력하는코드



10

프로젝트이름에서마우스우클릭을
한뒤 Team -> Share Project를선택



10

SVN을선택후 Next



10

CodeGoole사이트에서받은
URL주소를입력한뒤 Next



10

Use Project name as folder name 
선택후 Next



10

코멘트를입력후 Finish



10

Username에는구글 ID
Password에는 CodeGoogle에서받은

패스워드를입력한뒤 OK



10

테스트로 Commit을해본다.
로젝 이름에서마우스우클릭후프로젝트이름에서마우스우클릭후

Team -> Commit을선택



10

멘 를적 i  되는파일의코멘트를적고 commit 되는파일의
목록을아래서확인후 OK



10



10

Commit 후 TestClass.java 후 j
파일옆에 Revision 번호가

2에서 3으로증가한것을볼
수있다.수 다



10

Commit 후서버에제대로
코드가저장되었나보기위해
코드구글사이트로가서해당
프로젝트의소스탭을선택후
화면하단의 사 된저장화면하단의 사용된저장소

용량을확인한다.



10

소스코드의변경소스코드의변경



10

코멘트



10

리비전번호가
3에서 4로
증가하였다.



10

리비전 3으로돌아가기위해
프로젝트이름우클릭후

Team -> Show History 선택Team > Show History 선택



10

아래히스토리창에서리비전 3을아래히스토리창에서리비전 3을
선택후마우스우클릭

switch to Revision 3 선택



10

리비전번호가 4에서 3으로돌아온
것을볼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