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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SUAL SOURCE SAFE 개요
1.1 VISUAL SOURCE SAFE 소개
Visual Source Safe 는 Microsoft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형상관리 제품군입니다.
Visual Studio IDE 환경에서 다수의 개발자들이 개발에 참여하여 코드 공유와 백업, 분산
개발된 소스의 Merge 과정에 도움을 주며 Visual Studio 을 이용한 많은 Microsoft Platform
개발환경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특징 및 장점
l

소스제어 서비스 : Visual Source Safe 서버 부분에서 파일 버전을 저장 및
추적하고 소스제어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시스템 서비스

l

파일 액세스 관리

l

소스 파일 버전 관리

l

프로젝트 공동 작업

l

실수로 인한 삭제 등에 대한 백업

l

Visual Studio IDE 환경과 완벽한 통합 지원

1.2 소스관리와 소스코드 형상관리
Visual Studio 에서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관리를 초기에는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개인 컴퓨터 환경에서 개발하여 소스를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고 자료를 공유
폴더 형식으로 소스코드를 공유하던 환경에서 중앙 집중 형식으로 소스코드를 관리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소스 코드의 형상관리를 이용하였으며, 개발자들과
소스 코드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상관리의 범위에서 소스코드 단위의 형상관리가 Visual Studio IDE 환경에서 쉽게 이루어
지고 별도의 특별한 사용법과 교육 없이도 Visual Studio 내부에서 체크 인/아웃으로
소스코드의 형상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 져서 개발자 및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는
매우 편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1.3

사용자 계정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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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ource Safe 사용자는 별도의 사용자를 등록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이 사용자들은
“Windows 사용자 및 그룹” 또는 Windows Active Directory 와 별도의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고 사용자 로그인/아웃과 소스 코드 관리에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하나의 계정을
사용하여 기업 내부의 자원을 접근하거나 사용할 때 마다 로그인/아웃과 그에 따른 별도의
기록을 남기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 Visual Source Safe 에서는 중앙에서 소스 코드의 형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네트워크와 인터넷 활용이 보편적이지 않고, 기업 내부의
시스템도 복잡하지 않은 시기에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한번 등록된 사용자들은 각 프로젝트 마다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과
ACL(Access Control List)에 맞는 자세한 보안 설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내부 개발자와
외주 개발자의 구분 없이 모두 개발자로 구분하여 소스 코드의 접근을 대 부분의 개발자에게
접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Windows 사용자 계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하나의 계정으로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모든
프로젝트에 접근하거나 ACL 목록에 맞추어 접근 제어가 가능하며, 내부 외부 개발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회사 내부의 중요한 소스 코드에 대한 보안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1.4

VISUAL SOURCE SAFE 사용과 개발환경 변화

Visual Source Safe 를 오랫동안 사용한 사용자들 중에 현재 변화된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발자들이 많습니다. Visual Source Safe 는 Visual Studio .NET 그
이전에 나온 것으로 네트워크, 인터넷 환경이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처음
나오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나온 시기가 10 년이 넘었으며,
지금까지도 작은 부서의 개발 범위에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Visual Source
Safe 가 Microsoft Platform 초기 환경에서는 큰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Visual Source Safe 의 한계가 보였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개발 환경 지원의 한계

-

개인 중심 개발환경에서 팀 단위의 개발환경의 변화

-

초기 프로젝트 단위에서 이제는 솔루션이란 넓은 범위의 소프트웨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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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발 환경과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으로 초기 개인 컴퓨터에서 소스코드를 공유하고
소스코드의 형상관리를 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현재는 Visual Source Safe 2005 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개발환경과 네트워크,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를 사용하게 됩니다. Microsoft 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영역, 개발,
테스트 등 다양한 범위에서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상화 솔루션(Hyper-V, System Center) 등과도 통합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2.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개요

2.1

TEAM FOUNDATION SERVER 소개

Microsoft Platform 환경에서 .NET 과 C++ 개발을 하기 위하여 많은 개발자들이 Visual
Studio 를 사용합니다. 옛날처럼 개발자가 많지 않고 개인 중심의 개발이 아닌 팀 또는
솔루션, 팀 단위 프로젝트로 환경이 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개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개발자들의 소스 코드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반영, 고 품질의 소스코드, 문제가
없는 응용 프로그램까지 중요한 것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소스 관리의 범위를 넘어
응용 프로그램의 완료와 유지보수,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Microsoft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는 MS SQL Server Database 기반을
이용하여 소스관리와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관리기능을 제공하고, Visual Studio 의
기능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분

저장소

Visual Source Safe 2005
파일 형식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MS SQL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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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편의성(사용자 계정)
성능

소스에 직접 접근 불가

VSS 에서 직접 관리

Windows 계정 사용

파일 I/O

Proxy 서버로 성능
향상가능

요구사항 관리
문서 형상관리
보고서
백업 및 복구
개발방법 지원
기술지원

공유폴더 접근권한 사용

불가

설계부터 요구사항과 연결

소스만 가능

가능(SharePoint Services)

직접 작성

가능(SQL Server Reporting)

수동

Database 백업 / 복구

지원불가

Agile 또는 CMMI 지원

2005 버전 이후 계획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없음

기술 지원 가능

2011 년 까지 가능
표 1 Visual Source Safe 2005 vs.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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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SUAL SOURCE SAFE 마이그레이션 작업하기
3.1

VISUAL SOURCE SAFE 에서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이전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Windows 사용자 계정 및 그룹 또는
Windows Active Directory 사용자 계정 및 그룹과 연동되어 사용자 계정을 사용 및
관리하지만, Visual Source Safe 에서는 로컬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프로젝트의 경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프로젝트 컬렉션에서
여러 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MS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기 때문에 Visual Source
Safe 의 파일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내부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Visual Source Safe 의 프로젝트와 사용자 정보를 Windows 사용자 계정 및 그룹과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이전하는 방법은 2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별도의 도구를 이용하여 이동(VSSConverter.exe)

-

관리자가 수동으로 Windows 사용자 계정 작업과 소스 코드를 직접 등록

수동으로 관리자 계정을 하나씩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확실히 사용자 계정의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다면 입력된 정보가 매우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많지 않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기존 소스 코드와 체크인 된 사용자 수가
많을 경우 관리자의 작업이 매우 번거로워 집니다.

3.2

VISUAL SOURCE SAFE 사용자 정보 이전하기

사용자 계정 정보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도구를 이용하여도 먼저 Windows 에 사용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으로
마이그레이션 중에 사용자 계정 정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1) Visual Source Safe Administration 를 실행합니다.
시작 -> 프로그램 -> Visual Source Safe -> Visual Source Saf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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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isual Source Safe 실행

2) Visual Source Safe 에서 Admin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2. 사용자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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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계정 목록을 확인합니다.

그림 3. Visual Source Safe 사용자 목록
4) 사용자 계정을 Windows 사용자 계정 또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 계정에 입력합니다.
5) 새로운 계정과 이미 있는 계정을 모두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목록을 확인하여 Windows 계정 추가 작업을 먼저 완료 후에 마이그레이션
도구 또는 수동으로 소스 코드를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자동화 마이그레이션 VSSCONVERTER 사용

우선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Visual Studio 설치 폴더에 있는 VSSConverter.exe 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 자동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VSSConverter.exe 는 Microsoft MSND 사이트에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 URL 을
참고합니다.(영문사이트 – 최신 버전 VS 2008)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ms181247(v=VS.9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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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SConverter.exe 를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적절한 권한과 필수 정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Team Foundation Server 이름

-

Team Foundation Server 프로젝트 컬렉션 정보

-

MS SQL Server Express 또는 SQL Server 서버 이름과 인스턴스 정보

-

Visual Source Safe 2005 데이터베이스 또는 경로(위치) 정보

-

MS SQL Server 의 sysadmin 권한과 Visual Source Safe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
(Administrator 로 설정 및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 권한

-

빈 폴더: 이 작업을 위하여 D:\TFSMig 이라는 빈 폴더를 생성

-

XML 파일 수동 생성(VSS 환경 설정 파일과 마이그레이션 설정 파일)

-

Visual Studio Team Project 사용자에 먼저 Visual Source Safe 사용자를 Windows
사용자에 맞게 지정 및 등록

VSSConverter.exe 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하여 다음의 경로로
이동합니다.
Windows X86(32bit) 버전일 경우
-

C:\Program Files\Microsoft Visual Studio 10.0\Common7\IDE

Windows X64(64bit) 버전일 경우
-

C:\Program Files (x86)\Microsoft Visual Studio 10.0\Common7\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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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SSConverter.exe 위치

3.4

VISUAL SOURCE SAFE 정보 자동 이전하기

1) “시작 “ 버튼을 선택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Visual
Visual Studio 2010
“ 폴더에서 “Visual
Visual Studio Tools
Tools” 폴더를 선택하고, “Visual Studio 명령 프롬프트(2010)”에
마우스를 놓습니다.(반드시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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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작화면

2) 마우스를 위에 놓고 오른쪽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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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가 나타나며, 메뉴에서 “관리자 권한 실행”을 선택합니다.

그림 6. 관리자 권한 실행

4) 사용자 계정 컨트롤에서 관리자 권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5) Visual Studio 명령 프롬프트가 실행됩니다.

그림 7. Visual Studio 2010 명령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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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빈 폴더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설정은 D:\TFSMig 폴더로 이동합니다. 명령 프롬프트에 “CD
D:\TFSMig”를 입력합니다
입력합니다.

그림 8. 빈 폴더로 이동

7) 명령 프롬프트에서 “VSSConverter
VSSConverter analyze setting.xml
setting.xml”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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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VSSConverter 실행
7-1) Setting.xml 파일의 경우 사용자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VSSConverter 가 Visual
Source Safe 환경 정보를 읽어서 분석 후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사용자 정보와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하는
하는 과정입니다.
7-2) NotePad.exe(메모장
메모장)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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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메모장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ourceControlConverter>
<ConverterSpecificSetting>
<Source name="VSS">
<VSSDatabase name="D:\Source\Safe"></VSSDatabase>
</Source>
<ProjectMap>
<Project Source="$/Monitor"></Project>
</ProjectMap>
</ConverterSpecificSetting>
<Settings>
<Output file="Analysis.xml"></Output>
7

</Settings>

- </SourceControlConverter>
4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VSSDatabase name 부분에서 Visual Source Safe 경로를 입력합니다.

-

Project Source 부분에서 Visual Source Safe 프로젝트 명을 입력합니다.

-

여기서는 D:\Source\Safe 에 설치되어 있는 Visual Source Safe Database 와
“Monitor” 이름으로 등록된 솔루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7-4) 메모장에서 “파일” ->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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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른 이름으로 저장

7-5) “파일이름”을 Setting.xml 로 입력하고 “파일형식”에서 “모든 파일”로 변경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그림 11.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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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석을 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림 12. 저장하기

9) 노란 부분 끝에서 “Y” 또는 “y”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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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Visual Source Safe 관리자 비밀번호를 요청으로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13. Visual Source Safe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

11) 모든 분석이 완료되면 빈 폴더에 난 다음에 같은 파일과 폴더가 생성됩니다.

이름
_마이그레이션 Report_File
Analysis.xml
ConverterErrors.txt
UserMap.xml
VSSConverter.txt

타입
폴더
XML 파일
Txt 파일
XML 파일
텍스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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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분석 완료 후 파일 목록

12) UserMap.xml 파일에는 사용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분석결과는 Analysis.xml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13) 생성된 파일의 정보를 기준으로 xml 파일 형식을 하나 더 만듭니다.
13-1) 메모장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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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ourceControlConverter>
<ConverterSpecificSetting>
<Source name="VSS">
<VSSDatabase name="D:\Source\Safe"></VSSDatabase>
<UserMap name="D:\TFSMig\Usermap.xml"></UserMap>
<SQL Server="sqlserver "></SQL>
</Source>
<ProjectMap>
<Project Source="$/Monitor" Destination="$/MSGTFS">
</Project>
</ProjectMap>
</ConverterSpecificSetting>
<Settings>
<TeamFoundationServer name="tfs-pc" port="8080" protocol="http"
collection="tfs/DefaultCollection"></TeamFoundationServer>
<Output file="Migration.xml"></Output>
</Settings>
</SourceControlConverter>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

VSSDatabase name: Visual Source Safe 데이터베이스 경로

-

UserMap Name: 분석 파일에서 생성한 파일명

-

SQL Server: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이 설치된 Database 이름과
인스턴스가 있을 경우 인스턴스 이름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SQL Server 는 MS SQL
Server Express 를 사용할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Project Source: Visual Source Safe 프로젝트 이름

-

Destination: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팀 프로젝트 이름

-

TeamFoundationServer 의 항목
n

Name: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서버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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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ort: 연결 포트 (기본 8080 이며 설치 시 포트 번호를 변경하였다면 포트
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n

Protocol: 연결 프로토클 방식(기본 http)

n

Collection: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기본 연결정보가
기존의 Team Foundation Server 2005/2008 의 경로가 변경되어 이 항목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Collection 은 기본 “tfs/ DefaultCollection”를
생성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곳에 프로젝트 컬렉션에 있다면 다른 프로젝트
컬렉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13-3) 메모장에서 “파일” ->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13-4) “파일이름”을 MigSetting.xml 로 입력하고 “파일형식”에서 “모든 파일”로 변경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14) Visual Source Safe 의 사용자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UserMap.Xml” 파일을 선택하고
XML 파일 수정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수정합니다. (여기서는 메모장을 기준)
14-1) 메모장을 실행합니다.
14-2) 메모장에서 “UserMap.Xml” 파일을 선택하고 XML 파일을 읽어 옵니다.
14-3) 주요 내용 중에 이미 Windows 사용자 또는 Windows Active Directory 사용자가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프로젝트 멤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4-4) 다음 XML 파일 내용에서 사용자 정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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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 version="1.0" encoding="utf-8"?>
<UserMappings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This file is automatically created by VSS Converter. You can optionally use the file
to map
a VSS user to a Team Foundation user. For example, <UserMap From="Jane"
To="MyDomain\Janep"></UserMap>
This mapping causes all actions logged by VSS user “Jane” to be changed to Team
Foundation user “MyDomain\Janep” during migration.
-->
<UserMap From="Tfstest" To= “" />
<UserMap From="TfsUser" To="" />
<UserMap From="ADMIN" To="" />
</UserMappings>

UserMapFrom=”Tfstest” To = “도메인명(또는 컴퓨터명)\사용자계정”
예) VSSTFS\TfsUser
주의 사항 : VSSTFS\TfsUser 계정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15)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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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마이그레이션 실행 명령입력
입력 값: “VSSConverter migrate Migsetting.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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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확인을 요청합니다. “Y” 또는 “y”를 입력합니다.
17) 마이그레이션 시작하기 위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Y” 또는 “y”를 입력합니다.

그림 16. 마이그레이션 실행

18) Visual Source Safe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19) 최종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작업 진행 확인합니다. “Y” 또는 “y”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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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마이그레이션 실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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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완료가 되면 모두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마이그레이션 중에 오류나 경고가
발생하면 경고와 오류도 표시합니다.

그림 18. 마이그레이션 실행 완료
오류와 경고는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 소스 제어 탐색기의
BuildProcessTemplates 항목에 대한 부분으로 Build Process 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경고로 생각하고 진행하시거나 MS Build 파일이 기존에 있다면
경고, 오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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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완료가 되었다면 Visual Studio 2010 를 실행하고, 프로젝트 파일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19. Visual Studio 2010 소스 제어 탐색기

기존 프로젝트를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으로 이전 시에는 한 두 개
정도 프로젝트의 경우 수동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기존에 10, 20 개 정도의 프로젝트 있거나
하나의 솔루션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존재할 경우 자동으로 지원하는 VSSConverter 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05 / 2008 의 경우 Team Foundation
Server 의 경로가 “http://서버이름:포트” 였다면, 이제는 뒤에 “tfs”가 존재하여 Collection
부분에 항목을 더 추가하여 XML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Database 의 경우 MS SQL Server Express 사용을 할 경우 SQL Server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의 MS SQL Server 를 이용할 경우 SQL Server 이름과 인스턴스를
주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권한도 주의해야 합니다.
Visual Source Safe 사용자 계정을 미리 확인하여, 그 계정을 Windows 사용자 계정에
추가하고,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자” 권한등
적절한 권한을 추가하여야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사용자 계정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주의점은 사용자가 “User01”로 Visual Source Safe 에 접속하여 사용하였고,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도 “User01”로 사용한다면 계정 이름이 같아야 하며, Visual
Source Safe 에서 “User02”로 사용하는 계정을 해당 프로젝트에 “TFSUser02” 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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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사용자 계정과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등록하였다면,
마이그레이션 후 소스 코드에 접속할 사용자 계정은 “TFSUser02”로 변경하여 접속하여야
합니다.

3.5

VISUAL SOURCE SAFE 소스 코드만 이전하기

Visual Source Safe 의 소스 코드를 직접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등록된 소스 코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정이 먼저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입력되어 있고 소스 코드만 이전합니다.
이 방법은 Visual Studio 2010 에서 기존의 Visual Source Safe 의 연결을 종료하고 새롭게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1) Visual Studio 2010 을 실행하고, Visual Source Safe 와 연결된 프로젝트를 읽습니다.
2) Visual Studio IDE 에서 “솔루션 탐색기”에서 읽어온 프로젝트를 확인합니다.
3) Visual Source Safe 의 “소스 제어 변경”을 선택합니다.
“파일” -> “소스 제어” -> “소스 제어 변경” 선택

그림 20. Visual Studio 2010 소스 제어 탐색기
4) “소스 제어 변경”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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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소스 제어 변경 창

5) “소스 제어 변경”창에서 해당 솔루션을 선택합니다.
(현재 솔루션인 “솔루션:MSGMonitorSolution.sln”을 선택합니다.)
6) 선택한 상태에서 위의 메뉴에서 “바인딩 해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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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소스 제어 바인딩 해제

7) “소스 제어” 창에서 “바인딩 해제”를 선택합니다.

그림 23. 소스 제어 연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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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결이 모두 종료 되고 더 이상 Visual Source Safe 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림 24. 소스 제어 연결 확인

9) “솔루션 탐색기”에서 연결이 해제된 상태를 확인합니다.(열쇠 모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림 25. 소스 제어 연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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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메뉴에서 “도구”를 선택하고 소스 제어 도구를 변경하여 이제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림 26. 도구에서 옵션 선택

11) “옵션” 대화상자에서 왼쪽 트리 메뉴에서 “소스 제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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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소스 제어” 선택

12) 오른쪽 화면에서 “현재 소스 제어 플러그 인” 항목에서 드롭다운 항목을 선택하여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를 선택하고, “확인”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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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소스 제어” 플러그 인 변경

13) 소스 제어가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솔루션을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등록합니다.

3.6

VISUAL SOURCE SAFE 마이그레이션 주의사항과 문제 해결

Visual Source Safe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할 경우 몇 가지 주의 사항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의 사항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원인과 해결점을 대하여
알아봅니다.

주의 사항
1.

마이그레이션 을 시작하지 전 사용자 계정 정보는 Windows 사용자 및 그룹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계정들이 이미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적절한
권한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VSSConverter.exe 를 사용시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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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SSConverter.exe 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이전할 경우에도 사용자 비밀번호는
이전되지 않으며 Windows 사용자 정보 입력 시에 사용된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4.

수동으로 소스 코드를 이전할 경우에도 사용자 계정 정보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1.

VSSConverter.exe 사용시 실행 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리가 권한으로 실행”을 하여야 문제 없이 VSSConverter 가 실행됩니다.

2.

삭제된 사용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아래의 블로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blogs.msdn.com/b/roberthorvick/archive/2007/01/18/how-to-handle-vssconverterusermap-xml-files-for-users-who-no-longer-exist.aspx

3.

VSS 변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디스크 공간 제한
잘못된 버전의 Ssapi.dll 등록
VSS 손상 및 IVSS 문제 때문에 파일 및 폴더 버전이 마이그레이션되지 않음
VSS 변환기가 일부 Visual SourceSafe 시나리오를 지원하지 않음
마이그레이션 도중 Team Foundation 데이터 계층의 디스크 공간 부족
VSS 변환기가 중지됨
VSS 변환기를 실행하는 사용자의 암호가 만료됨
마이그레이션된 솔루션 파일 열기 오류 메시지

4.

마이그레이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l

IO 오류로 인해 폴더를 재귀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l

Team Foundation 오류로 인해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l

Team Foundation 오류로 인해 레이블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l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경로의 문자 수가 허용되는 최대값인 260 자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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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TF 로 시작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Team Foundation Server 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마이그레이션 분석 도중 발생할 수 있는 Team Foundation Server 오류 입니다.
·

마이그레이션 중인 Visual SourceSafe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시간대 문제로 인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

TF227026: 현재 체크 아웃된 파일의 목록입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체크 아웃
정보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 변경되는 레이블 이름

·

최신 버전만 유지하는 VSS 기능이 설정된 파일

·

TF227013: 마이그레이션 경로가 아닌 위치에서 항목을 이동했습니다. 위치가
매핑되지 않았거나 부모가 삭제되었습니다.

·

TF227010: VSS 리포지토리의 항목 버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오류는 VSS
리포지토리가 손상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목이 리포지토리에
추가된 것으로 표시되기 전에 삭제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

TF227011: 삭제 상태에 있는 파일이 편집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파일 공유 또는 표준
시간대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F227014: 경로의 일부가 Team Foundation Server 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TF227016: VSS 에 바인딩된 솔루션이 마이그레이션됩니다.

·

TF227015: 이 파일 또는 폴더의 버전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간 설정이 서로 다른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했습니다.

5.

치명적인 마이그레이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치명적인 마이그레이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ms400733(v=VS.90).aspx)
이 작업은 아래와 같은 현상 또는 중대한 실수를 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l

마이그레이션을 취소했습니다

l

변환기에서 사용하는 SQL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로 인해 마이그레이션이
중지되었습니다

l

응용 프로그램에서 예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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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올바르게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는지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WinDiff.exe 도구를 이용하여 원본 폴더와 마이그레이션 후의 폴더의 차이가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을 통해 마이그레이션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7.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하였습니다.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ms400776(VS.90).aspx )
l

Visual Source Safe 를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l

파일 또는 폴더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뀌거나 이동된 경우 일부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l

체크인 시간의 표준 시간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248240&Product=v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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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2010
에디션 별 기능 비교
디버깅과 진단
IntelliTraceTM (Historical Debugger)

●

Static Code 분석

●

●

Code Metrics

●

●

프로파일링

●

●

Unit 테스팅

●

●

Code Coverage

●

●

Test Impact 분석

●

●

Coded UI 테스트

●

●

Web Performance 테스팅

●

Load 테스팅1

●

Microsoft Test Manager 2010

●

●

Test Case 관리2

●

●

매뉴얼 테스트 실행

●

●

매뉴얼 테스트 Record 및 Playback

●

●

Lab Management Configuration3

●

●

테스팅
●

데이터베이스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

●

데이터베이스 변동 관리2

●

●

데이터베이스 Unit 테스팅

●

●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데이터 생성

●

●

Windows 개발

●

●

●

Web 개발

●

●

●

Office 및 SharePoint 개발

●

●

●

Cloud 개발

●

●

●

개발환경 사용자 지정

●

●

●

개발 플랫폼 지원

아키텍쳐와 모델링
Architecture Explorer

●

UML 2.0 Compliant 다이어그램
(Activity, Use Case, Sequence, Class, Component)

●

Layer 다이어그램과 의존도 분석

●

Read-only 다이어그램 (UML, Layer, DGML Graphs)

●

Lab 관리
가상환경 셋업 및 제거3

●

●

Provision 환경 from template3

●

●

●

●

3

Checkpoint 환경

Team Foundation Server
버전관리2

●

●

●

●

●

●

●

●

빌드자동화

●

●

●

●

Team 협업 포탈2

●

●

●

●

●

●

●

●

Agile Planning 워크북

●

●

●

●

테스트케이스 관리2

●

●

●

●

Microsoft Visual Studio Team Explorer 2010

●

●

●

●

2

Work Item 추적
2

2

리포팅과 Business Intelligence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