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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계정 관리 

1.1 VISUAL STUDIO TEAM F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를

Windows 의 사용자에 관한

프로젝트의 보안 그룹에 의해서

보안 그룹은 전체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에서는 7 개의 보안

그림 1. Visu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사용자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보안은 “Windows 사용자 및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Team Foundation Server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Application Tier(응용 프로그램

의해서 관리됩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프로그램 계층에서 6 개의 보안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보안 그룹이 있습니다. 

.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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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관리 

및 그룹”과 “Windows 

. Team Foundation Server 는 사용자를 

프로그램 계층)과 팀 

.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있으며, 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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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응용 프로그램 계층 보안 그룹 

그룹명 설명 

SharePoint Web Application Services SharePoint 서비스 계정 

Team Foundation Administrators Team Foundation 관리자 그룹 

Team Foundation Proxy Service 

Accounts 

Team Foundation Proxy 서비스 

그룹 

Team Foundation Service Accounts Team Foundation 서비스 그룹 

Team Foundation Valid Users Team Foundation 사용자 

Work Item Only View Users 작업항목 보기만 가능한 사용자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팀 프로젝트 보안 그룹 

그룹명 설명 

Project Collection Administrators 팀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 

Project Collection Build Administrators 팀 프로젝트 빌드 관리자 그룹 

Project Collection Build Service 

Accounts 
팀 프로젝트 빌드 서비스 그룹 

Project Collection Proxy Service 

Accounts 
팀 프로젝트 프락시 서비스 그룹 

Project Collection Service Accounts 팀 프로젝트 서비스 그룹 

Project Collection Test Service 

Accounts 

팀 프로젝트 테스트 서비스 그룹 

Project Collection Valid Users 프로젝트 사용자 그룹 

 

 



1.2 VISUAL STUDIO TEAM F

Windows 사용자 기반으로

관리를 Team Foundation Serve

사용자를 사용합니다.  

Visual Source Safe 는 별도의

등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Visual Source Safe 도 관리해야

Visual Source Safe 2 개를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나만

 

그림 2.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1.3 VISUAL STUDIO TEAM F

프로젝트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직접 응용 프로그램을

사람입니다. 간접적인 사람으로는

확인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수 있는 그룹이 추가 되었습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사용자

기반으로 하는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Foundation Server 하지 않고 Windows Server 의 사용자 및

별도의 사용자 계정을 Visual Source Safe Administrator

경우 사용자 관리를 위하여 Windows 사용자 및 그룹만이

관리해야 하는 이중 관리를 했습니다. 패스워드도 Windows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불편함 없이

하나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사용자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역할

있는 직,간접적인 모든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등 프로젝트에 밀접한 관계가

사람으로는 요구사항을 요청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간접적인 사람으로 요구사항을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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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해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은 사용자의 

및 그룹에 있는 

Visual Source Safe Administrator 에서 추가 

그룹만이 아니라 

Windows 계정과 

없이 Windows 

 

사용자 및 그룹 

역할 

합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있는 프로젝트를 

요구사항을 확인할 

내용을 확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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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변경하기 위해서는 접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하지만 역할을 구분하여 내가 

작업해야 하는 업무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역할 구분 

프로젝트 역할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그룹 
구분 

프로젝트 매니저 Team Foundation Administrators 직접적인 관계 

프로젝트 리더 Team Foundation Administrators 직접적인 관계 

개발자/테스터/DBA Team Foundation Valid Users 직접적인 관계 

고객(요구사항 요청) Work Item Only View Users 간접적인 관계 

 

 

1.4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사용자 권한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접속권한 부분을 

2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isual Source Safe 는 사용자를 등록하면 모든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이제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프로젝트 별로 

사용자 권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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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사용자 권한 

 

사용자 권한은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전체 사용자는 Visual Studio 

2010 을 이용하여 팀 프로젝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팀 프로젝트 모음에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팀 

프로젝트 모음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내에서도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사용자라 하여도 해당 프로젝트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지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Windows 사용자 및 그룹과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그룹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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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사용자 추가하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을 사용하기 위하여 Windows 기반의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Active Directory 사용자 환경을 이용하면 조금 더 높은 보안을 지원합니다. 

 

1.5.1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사용자 

이 부분은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를 

추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Windows 사용자 및 그룹”을 활용합니다. 

 

1) 작업 표시줄에서 다음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림 4. 서버관리자 아이콘 

 

2) 아이콘이 없을 경우 “Windows 시작” 을 선택하고 “관리 도구” 에서 “서버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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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버 관리자 선택 

 

3) “서버 관리자” 의 왼쪽 트리 메뉴에서 “구성”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림 6. 서버 관리자에서 구성 

 

4) “구성”에서 “로컬 사용자 및 그룹”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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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Windows 사용자 및 그룹 

 

5) “사용자”를 선택하고 “사용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여 메뉴를 

표시합니다. 

 

그림 8. 사용자 메뉴 

6) “새 사용자” 입력 창이 표시됩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접속할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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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용자 정보 입력 

- 사용자 이름 : chidev 

- 암호 : Pa$$w0rd 

- 다음 로그온 시 사용자 반드시 암호를 변경해야 함(M) : 체크 해제 

- 암호 사용기간 제한 없음(W) : 체크 

 

7) 해당 정보를 입력 후에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를 모두 추가 하였다면 

“닫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10. 사용자 정보입력 완료 

 

사용자 추가를 완료했으면 별다른 추가 없이 이제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2 팀 프로젝트 모음 사용자 추가 

팀 프로젝트 모음은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모음을 하나의 단위로 표시하여 관리합니다. 앞의 사용자 추가 작업은 Team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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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2010 의 접속하여 사용하기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이제 팀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하여 팀 프로젝트 모음에 해당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을 등록합니다. 

 

1) “Team Foundation Server Administrator Console” 을 실행합니다. 

 

그림 11.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관리콘솔 

 

2) 왼쪽 트리 메뉴에서 “Application Tier”에서 “Team Project Collection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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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팀 프로젝트 모음 이동 

 

3) 오른쪽 화면 아래 탭 메뉴에서 “General”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림 13. 팀 프로젝트 설정 

 

4) 오른쪽 화면에서 “Group Membership”를 선택합니다. 

 

그림 14. 팀 프로젝트 모음 권한 설정 

 

5) 팀 프로젝트 모음의 전체 권한 그룹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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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팀 프로젝트 모음 그룹 설정 

 

6) “[DefaultCollection]\Project Collection Valid Users” 를 선택하고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그림 16. 사용자 그룹 설정 창 이동 

 

7) 팀 프로젝트의 설정을 할 수 있는 “Team Foundation Server Group Properties”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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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팀 서버 설정 창 

 

8) “Members” 부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MySource”를 확인합니다. 팀 프로젝트 만들기는 “5. 팀 프로젝트 구성”을 

참고하십시요. “[MySource]\Contributors” 를 선택하고, “Properties…”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18.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선택 

 

9) “Contributors”의 세부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아래 “Add Member” 부분에서 

“Windows User or Group”을 선택하고, “Add…”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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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Contributors” 설정 창 

 

10) Windows 의 “사용자 또는 그룹 선택” 창이 표시됩니다. 중간의 “선택할 개체 이름을 

입력하십시요” 부분에서 사용자 계정 ID 를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고급”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급”을 선택하여 사용자를 직접 찾아서 

지정합니다. 

 
그림 20. Window 사용자 또는 그룹 선택 창 

 

11) “사용자 또는 그룹 선택” 검색 창이 표시됩니다. “지금 찾기”를 선택하여 사용자 

목록이 아래 “검색 결과”에 표시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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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용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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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색 결과” 목록에서 사용자를 찾아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추가한 “chidev”를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림 22. 사용자 선택 

 

13) “사용자 또는 그룹 선택” 창에서 추가한 사용자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23. 사용자 확인 

 

14) “Member” 부분에 사용자가 추가된 것을 확인합니다.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9) ~ 

13)을 반복하거나, 12)에서 사용자를 중복해서 선택 후에 13) 단계를 합니다. 

더 이상 추가할 사용자가 없으며 “OK”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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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사용자 추가 확인 

 

15) 팀 프로젝트의 설정을 할 수 있는 “Team Foundation Server Group Properties” 

창에서 “OK”를 선택합니다. 

16) 팀 프로젝트 모음의 전체 권한 그룹 설정 창에서 “Close”를 선택합니다. 

 

1.6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사용자 삭제하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 또는 사용자를 잘못 설정 되었다면, 사용자를 삭제 하여야 합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Windows 의 

계정을 삭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의 접근 권한을 삭제하려면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그룹에서 삭제합니다. 

 

삭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앞 “3.5.2 팀 프로젝트 모음 사용자 추가”에서 1) ~ 9) 단계를 진행합니다. 

2) “Team Foundation server Group” 설정 창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계정을 확인하고 

선택하고, “Remove”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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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용자를 삭제할 경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접근 권한은 

있으며, 프로젝트에 접근 권한만 삭제됩니다. 

 

그림 25. 사용자 정보 확인 

 

3) 사용자가 삭제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림 26. 사용자 삭제 확인 

 

4) 모든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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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WINDOWS 사용자 그룹 활용하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은 Windows 사용자 및 그룹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용자를 추가, 삭제 할 경우 Windows 에서 작업하고, Team Foundation Administration 

Console 에서도 추가, 삭제를 하는 이중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하나씩 추가하는 것보다 팀 프로젝트 마다 Windows 의 사용자를 그룹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경우 사용자 추가, 삭제 시에 “로컬 사용자 및 그룹”에서만 작업을 하고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는 Windows 의 그룹을 이용하므로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경우 앞에서 이중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만 작업을 하여야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7.1 WINDOWS 의 사용자를 그룹으로 연결하기 

1) “서버 관리자”에서 “구성”의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림 27. 사용자 그룹으로 이동 

 

2) “그룹”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고 “새 그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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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그룹 메뉴 

 

3) “새 그룹” 창에 표시되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 선택합니다. 

예) 그룹 이름 : .MySource 

    설명 : MySocure 개발팀 

 

그림 29. 새 그룹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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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선택”창이 표시되며,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림 30. 사용자 선택 

 

5) “사용자 선택” 창에서 사용자를 확인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림 31. 사용자 추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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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 그룹” 창에 사용자를 확인하고,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32. 새 그룹에서 사용자 추가 

 

7) 1) ~ 6) 까지를 반복하여 사용자를 그룹을 중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8) 더 이상 만들 그룹이 없다면 “닫기”를 선택하여 그룹 만들기를 종료합니다. 

 

1.7.2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그룹 

이용하기 

1) “Team Foundation Server Administration Console”에서 팀 프로젝트 사용자 추가 창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추가 부분을 참고합니다.) 

2) 사용자 추가 검색에서 Windows 계정이 아닌 “.MySource”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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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Windows 그룹 추가 

 

3) “.MySource”를 확인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림 34. 사용자 그룹 추가 확인 

4) 사용자 그룹을 추가한 것을 확인하고 “OK”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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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Windows 사용자 그룹을 이용하여 계정 관리의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내부 그룹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을 그룹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자 추가,삭제,수정 등의 중복 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림 35.  Team Foundation Server 설정에서 사용자 그룹 확인 

 

5) 모든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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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프로젝트 구성 

2.1 팀 프로젝트 소개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은 팀 단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여러 팀 

프로젝트 모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팀 단위에서 프로젝트를 신규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와 함께 유지보수로 변경이 되어도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의 

솔루션으로 관리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6. Visual Studio Team Project 개념 

 

“팀 프로젝트 모음”은 시스템의 사양에 맞추어서 만들고 관리하거나 프로젝트 범위로 

구분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팀 프로젝트 모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Team 

Foundation Server Administration Console 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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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팀 프로젝트 

모음” 만들기 

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하여 하나의 “팀 프로젝트 모음”을 아래에 해당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팀 프로젝트 모음”은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설치 후 구성을 마치면 

자동으로 “DefaultCollation”이 만들어 집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팀 프로젝트 모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넘기고 “5.3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팀 

프로젝트 만들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팀 프로젝트 모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Team Foundation Administration Console”을 시작합니다. 

2) 왼쪽의 “Application Tier” 를 선택하고, “Team Project Collections”를 선택합니다. 

 

그림 37. Team Foundation Server Administration Console 팀 프로젝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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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른쪽의 “Team Project Collections”의 옆에 있는 “Create Collection”를 선택합니다. 

 

그림 38. Team Project Collections 모음 화면 

 

4) “Create Team Project Collection” 창이 표시되고,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Name”를 

필수항목입니다. “Next”를 선택합니다. 

 

그림 39. 팀 프로젝트 모음 만들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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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ta Tier” 부분으로 저장 공간을 지정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그림 40. Data 저장소 선택 

 

6) “Lab Management” 부분은 확인 후 “Next”를 선택합니다. 

Lab Management 는 테스트와 연관이 있으며 현재 설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Lab Management 사용하기 위하여는 기능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7) “Review Configuration” 에서 설정된 화면을 확인하고 “Verify”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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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팀 프로젝트 모음 확인 

 

8) “Verify”를 에서는 설정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완료가 되면 다음 화면이 표시되고, 

“Create”를 선택합니다. 

 

그림 42. 팀 프로젝트 모음 설정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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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팀 프로젝트 모음을 생성합니다. 

 

그림 43. 팀 프로젝트 모음 구성 

 

10) 팀 프로젝트 모음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 “Next”를 선택합니다. 

 

그림 44. 팀 프로젝트 모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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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팀 프로젝트 모음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고, “Close”를 선택합니다. 

 

그림 45. 팀 프로젝트 모음 닫기 

 

2.3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팀 프로젝트 

만들기 

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의 “팀 프로젝트 모음”을 아래에 해당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의 개발팀이 3 개가 있다면 각 팀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팀 프로젝트 

모음” 아래 각 팀의 프로젝틀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Team Explorer 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프로세스 템플릿을 이용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1) Visual Studio 2010 을 시작합니다. 

2) Visual Studio IDE 환경에서 Team Explorer 를 표시하고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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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am Explorer 에서 “서버이름\팀프로젝트 모음”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합니다. “Net Team Project…”를 선택합니다. 

 

그림 46. Team Explorer 에서 팀프로젝트 만들기 

 

4) 팀 프로젝트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창이 표시됩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젝트 설명을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필수 항목입니다. “Next”를 선택합니다. 

 
그림 47. 팀 프로젝트 생성을 위한 제목 입력 

 

5) 팀 프로젝트 사용할 프로세스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선택 후 “Next”를 선택합니다. 

- MSF for Agile Software Development 5.0 : Agile 방법론을 활용한 개발(Scrum 기본) 

- MSF for CMMI Process Development 5.0 : CMMI 프로세스 활용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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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프로세스 템플릿 선택 

  여기서는 Agile 템플릿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6) 프로젝트의 소스 관리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만들기를 선택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그림 49. 프로젝트 소스 제어 선택 

 

7) 팀 프로젝트 만들기 위한 최종 확인을 하고, “Finish”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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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프로젝트 생성 확인 

 

8) 팀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림 51. 프로젝트 생성 중 

 

9) 팀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하기 위해 “Clos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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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프로젝트 생성 완료 

10) Team Explorer 에서 팀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림 53. Team Explorer 프로젝트 확인 

 

2.4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팀 프로젝트 

삭제하기 

프로젝트를 잘못 만들었을 경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08 에서는 수동으로 

삭제해야 했습니다. Command – Line 형식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관리 

콘솔에서 직접 어떤 프로젝트를 삭제해야 하는 지 확인 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Team Foundation Administration Console”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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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의 “Application Tier” 를 선택하고, “Team Project Collections”를 선택합니다. 

 

그림 54. Team Foundation Server Administration Console 팀 프로젝트 모음 

 

3) 오른쪽 팀 프로젝트 모음의 탭 메뉴에서 “Team Projects”를 선택합니다. 

 
그림 156. Team Projects 목록 

 

4) 삭제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의 “Delet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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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삭제할 프로젝트 선택 

 

5) 프로젝트 삭제를 하기 전 해당 관련 부분까지 삭제할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모두 

선택하여 깨끗하게 삭제합니다. “Delete”를 선택합니다. 

 

그림 56. 팀 프로젝트 삭제 전 확인 

 

6)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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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프로젝트 삭제 

 

7) 프로젝트 삭제를 확인합니다. 

 

그림 58. 프로젝트 삭제 확인 

 

 

3. 작업 항목 

3.1 작업 항목 소개 

작업 항목은 개발자나 설계자들이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프로젝트에서 

WBS 의 항목을 나누어 개발 기간과 항목을 산출합니다. 그 때 나온 항목을 작업항목으로 

정하여 표시합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MSF for 개발 방법” 

이라는 템플릿을 활용하여 작업 항목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제공합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표현 부분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데 Microsoft 에서는 Power Tool 을 제공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1.1 작업 항목 이용하기 

작업 항목을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개발자, 설계자들이 개발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Login 작업 항목을 정의하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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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현재 설계 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확인을 하거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 기간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단계를 확인하여 개발 기간에 맞출 수 있는지 

시스템 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의 Class 를 기준으로 작업 항목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의 

Class 를 작업항목으로 정의하여 설계와 개발자들의 진척도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총 2 가지의 작업항목이 있으며 내 작업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항목으로 주로 내가 해야 

할 업무만 뽑아내서 보는 것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팀 작업 항목은 팀 프로젝트에 중요한 팀에서 작업해야 하는 작업항목을 표시합니다. 

기존의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08 에는 없는 트리 형식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작업 항목은 Office 프로그램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주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사용하고, 

개발자와 설계자는 주로 Visual Studio 2010 에서 Team Explorer 에서 확인합니다. 그 외의 

사용자는 WWW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2 VISUAL STUDIO TEAM EXPLORER 내 작업 항목 

1) Visual Studio 2010 을 시작하고 Team Explorer 를 표시합니다. 

2) Visual Studio IDE 환경에서 Team Explorer 를 확인합니다. 

3) Team Explorer 에서 “Work Items”을 선택하고, “+” 부분을 선택하여 메뉴를 확장합니다. 

 

그림 59. Team Explorer 의 프로젝트 모음 

 

4) “Work Items” 에서 “My Querie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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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Work Items 에서 내 작업항목 

 

5) “My Queries”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고, “New Query”를 선택합니다. 

 

그림 61. 내 작업 항목 만들기 

 

6) 작업 항목 만들기 위한 기본 항목이 선택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항목이나 컬럼을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Value 에서 값을 변경하면 결과를 다르게 표시하여 개인이 

원하는 것을 자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 62. 내 작업항목 편집 

 

7) 을 선택하여 결과를 아래 창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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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림 63. 내 작업항목 결과확인 

9) “  Save Query”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10) Save 창이 표시됩니다. “Name”에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Save”를 선택합니다. 

 

그림 64. 내 쿼리 저장하기 

 

11) Team Explorer 에서 저장한 내용의 목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65. Team Explorer 에서 내 쿼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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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 쿼리 테스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66. 내 쿼리 확인 

 

13)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그림 67. 내 쿼리 내용 확인 

3.3 VISUAL STUDIO TEAM EXPLORER 팀 작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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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sual Studio 2010 을 시작하고 Team Explorer 를 표시합니다. 

2) Visual Studio IDE 환경에서 Team Explorer 를 확인합니다. 

3) Team Explorer 에서 “Work Items”을 선택하고, “+” 부분을 선택하여 메뉴를 확장합니다. 

4) “Work Items” 에서 “Team Queries”를 선택합니다. 

 

그림 68. 팀 쿼리 선택 

 

5) “+” 를 선택하고 팀 쿼리 목록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림 69. 팀 쿼리 기본 목록 

 

6) 팀 쿼리 항목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고, “Open”를 

선택합니다. – 여기서는 My Tasks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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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팀 쿼리 항목 열기 

 

7) 선택한 팀 쿼리 목록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림 71. 팀 쿼리 항목 내용 보기 

 

3.4 작업 항목 만들기 

작업 항목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Visual Studio 2010 의 Team 

Explorer 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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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sual Studio 2010 의 도구모음 중에 다음 항목을 마우스로 선택합니다. 

 

그림 72. 새 작업항목 만들기 도구 모음 

 

2) 새 작업 항목 중에 한 개를 선택합니다. – 여기서는 Task 를 선택합니다. 

 

그림 73. 새 작업 항목 만들 항목 선택 

 

 

3) 작업 항목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림 74. 새 작업 항목 내용 입력 

 

- 프로젝트를 만들 때 프로세스 템플릿에 따라 작업항목을 만든 항목이 조금씩 

다르며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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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입력항목 : Title 

- 선택 입력항목 : Title 를 제외한 모든 항목 

- Assigned To 는 현재 작업자가 누구인가를 입력하고, 프로젝트 진행 시 현재 

작업자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Activity 는 현재 작업 단계가 요구사항, 설계, 개발, 테스팅, 문서화 중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일정에 맞추어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의 정보를 이용하여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추가 기능을 

활용하면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하고,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 진척도를 

메일로 매일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두 입력하고,  선택하여 신규 작업 항목을 저장합니다. 

 

5) 저장한 작업 항목을 확인합니다. 

 

그림 75. 작업항목 저장하기 

 

6) 앞의 작업 항목 보기를 이용하여 등록한 작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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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작업 항목 만들기에서 Office 시스템과 연동할 경우 Office 에서 쉽게 작업하고 

서버에 게시하면 편리합니다. 

 

그림 76. 새 작업항목 등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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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스 코드 관리 

4.1 소스 코드 관리소개 

Visual Studio 를 이용하여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소스 코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소스 제어 

탐색기”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관리합니다. “소스 제어 탐색기”는 Visual Source Safe 의 

체크 인/체크 아웃 형식으로 소스 코드를 사용하기 위한 작업은 같으며, Visual Source 

Safe 를 사용 할 수 있는 개발자라면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스 제어 탐색기”는 소스 코드를 Database 기반으로 관리하고 저장합니다. Visual Source 

Safe 보다 안정적으로 소스 코드를 관리, 백업, 복구가 가능합니다. Database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관리하므로 “작업 항목”과 연결이 가능하여, 현재 개발 중인 기능에 대한 추적을 통해 

소스 코드의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77. 소스 제어 관리 

“소스 제어 탐색기”는 Visual Studio 2010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소스 제어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1) “소스 제어 탐색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Visual Studio 2010 을 실행합니다 

2) 메뉴에서 “View”를 선택합니다. 



52 

 

그림 78. “View” 메뉴 선택 

 

3) “View” 메뉴에서 “Other Windows”로 이동합니다. 

4) 왼쪽으로 메뉴가 표시됩니다. 

 

그림 79. “View”의 “Other Windows”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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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왼쪽 에서 “Source Control Explorer”를 선택합니다. 

 
그림 80. “소스 제어 탐색기” 선택 

 

6) “소스 제어 탐색기” 이 Visual Studio 에 표시됩니다. 

 

그림 81. “소스 제어 탐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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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스 제어 탐색기 사용하기 

“소스 제어 탐색기”를 사용하여 로컬 PC 에 소스 코드를 복제하여 소스 작업을 진행합니다. 

로컬 PC 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 소스 

코드를 연결하고 로컬 PC 에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위치에서 설정에 따라 소스 

코드에 대한 버전을 자동으로 최신 버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스 제어 탐색기”에서 소스 코드를 로컬에 저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합니다. 

1) “소스 제어 탐색기”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림 82. 연결 항목 선택 

 

2) “소스 제어 탐색기”에서 오른쪽 중앙의 “Not mapped”를 선택합니다. 

 
그림 83. 로컬 연결을 위한 연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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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p” 화면이 표시되며, “Server folder”의 위치에서 솔루션 폴더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84. “Map” 화면 

 

4) “Map”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택합니다. 

5) “폴더 찾아보기” 창이 표시되며 로컬 PC 에 저장할 공간을 지정합니다. 

 

그림 85. “폴더 찾아보기” 창 표시 

 

6) 원하는 위치에 저장합니다. 여기서는 “컴퓨터”를 선택하고 “로컬 디스크 (D:)” 에 “Works” 

폴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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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로컬 PC 위치지정 

 

7) 아래 “새 폴더 만들기 (A)”를 선택하여 하나의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 이름은 프로젝트 

명명 규칙등에 맞도록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StartCrfatGame 폴더로 생성합니다) 

 

 

그림 87. 로컬 PC 저장위치 만들기 

 

8) 로컬 PC 의 저장위치를 확인한 다음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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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로컬 PC 저장위치 확인 

 

9) “Map” 창에서 로컬 PC 위치를 확인하고 “Map”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89. 로컬 PC 위치 확인과 연결 

 

10) 소스 코드를 로컬 PC 에 가져오기 위하여 최종 위치를 확인합니다. “예(Y)”를 선택합니다. 

 

그림 90. 최종 확인 

11)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 소스코드를 로컬 PC 로 가져옵니다. 

 

그림 91. 로컬 PC 로 소스 코드 가져오기 

 

12) 로컬 PC 에서 소스 코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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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로컬 PC 에서 소스코드 확인 

 

4.3 소스 코드 체크인 / 체크아웃 

소스 코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를 하기 위하여 소스 코드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용 승인은 “체크 인 / 체크 아웃” 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의 사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Visual Source Safe 사용자에게는 익숙한 방법으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체크 아웃”을 하며, 소스 코드의 수정을 완료 하였다면 “체크 인”을 

합니다. 

 

소스 코드 사용 

체크 아웃 소스 코드 이용 요청 

체크 인 소스 코드 사용 완료 

 

소스 코드를 수정하기 완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4.3.1 VISUAL STUDIO 에서 소스 코드 체크아웃 

1) 소스 코드를 수정하기 위하여 해당 소스 코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고 “Check Out for Edit…”를 선택하여 체크 아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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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소스 수정을 위하여 체크아웃 요청 

 

2) “Check Out” 창이 표시되고, 소스코드를 가져올 형식을 선택합니다. 

 

그림 94. “Check Out”에서 소스 코드를 가져올 형식 선택 

 

3) “Lock type”에서 가져올 형식을 선택합니다. 기본 선택을 사용하여 현재 로컬 PC 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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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Lock type : “ 선택하기 

 

4) 소스 코드를 가져올 형식을 선택하고 “Check Out” 을 선택합니다. 

 

그림 96. “Check Out” 선택 

 

5) 소스 코드를 수정하기 위하여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권한을 

확인하고, 소스 코드 수정하는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동기화 합니다. 

 

그림 97.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서버 동기화 

 

6) 소스 코드를 가져오면 수정하려고 하는 파일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그림 98. 소스 코드 수정파일 

 

4.3.2 VISUAL STUDIO 에서 소스 코드 체크 인 

1) 소스 코드를 수정하기 위하여 해당 소스 코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고 “Check in…”를 선택하여 체크 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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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소스 수정을 위하여 체크 인 요청 

 

2) 체크 인 창이 표시됩니다. 

“Comment : “ – 소스 코드에 설명이나 코멘트를 적습니다. 

“Name” – 변경 완료된 소스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림 100. 소스 코드 체크 인 표시 

3) 완료 된 소스를 확인하고 “Check In”를 선택합니다. 

 
그림 101. “Check In” 버튼 선택 

 

4) 체크 인시에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과 동기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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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체크 인 완료 

 

5) 소스 코드 체크 인 완료 후에 정상적으로 소스 코드가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림 103. 소스 코드 등록 완료 

 

4.4 소스 코드 버전관리 

소스 코드는 모두 Database 에 저장이 되며, Database 내에 모두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 번호는 Database 에서 내에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소스 코드의 버전은 

“Changeset”으로 순차적인 번호로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소스 코드의 버전을 관리하고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소스 코드의 현재 수정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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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소스 코드 현재 화면 

 

2) 소스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합니다. 메뉴 “View History”를 

선택합니다. 

 
그림 105. 버전 기록 보기 

 

3) Visual Studio IDE 화면에서 “History-파일명”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About.aspx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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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Visual Studio IDE 에서 버전 기록 보기 

 

4) 특정 날짜로 되돌리기 위해 “Data”(날짜)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여기서는 

“6” 항목으로 되돌립니다.) 

 
그림 107. 기록 보기에서 항목 선택 

 

5)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고 “View”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108. 기록 보기에서 해당 항목의 내용 보기선택 

 

6) “View”에서 Visual Studio IDE 에 선택 항목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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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기록 보기에서 해당 항목 내용 

 

7) “수정 1” 부분만 남아 있고 “수정 2” , “수정 3”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 1) 의 부분을 

비교하여 보십시요.) 선택 항목에 수정 내용을 확인하고 Visual Studio IDE 의 탭 메뉴에서 

“History – 파일명”을 선택합니다.(여기서는 “History – About.aspx” 입니다.) 

 
그림 213. Visual Studio IDE 탭 메뉴 선택 

 

8) 선택한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Get This Version”을 

선택합니다. 

 

그림 109. 선택 버전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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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버와 동기화를 위한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림 110. 서버와 동기화 

 

10) 소스 코드를 다시 읽어 들일 것인지 확인합니다. “Yes”를 선택합니다. 

 

그림 111. 파일 다시 읽기 선택 

 

11) 변경 내용을 보기 위해 탭 메뉴에서 “About.aspx”를 선택합니다. 

 
그림 112. About.aspx 선택 

 

12) 소스 변경된 것을 확인합니다. ( 1) 부분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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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내용 확인 

 

4.5 소스 코드 최신 버전 가져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현재 로컬 PC 에 버전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버전은 전체 솔루션 또는 프로젝트, 소스 파일 까지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발을 시작하지 최신 소스 코드를 가져오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최신 버전을 가져올 소스 코드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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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최신 버전 가져오기 위한 파일 선택 

 

2) 메뉴에서 Get latest Version (Recursive)를 선택합니다. 

 

그림 115. 최신 버전 가져오기 선택 

 

3) 서버와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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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솔루션의 최신버전을 가져오려면 1) 에서 솔루션을 선택하고 최신 버전을 

가져오기를 합니다. 프로젝트도 1) 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최신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 116. 최신 버전 동기화 

 

4) 소스 코드 파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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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스 코드 체크인과 작업 항목 연결 

Visual Source Safe 에서는 개발 중인 소스 코드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확인하는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소스 코드로 작성한 항목을 작업 항목으로 

연결하여 작업중인 소스 코드가 어떤 작업 항목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상황을 

프로젝트 매니저나 기타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추가 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항목과 연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소스 파일에서 체크 아웃을 하고 소스를 수정 후에 체크 인을 합니다. 

 
그림 117. 소스 코드 체크 인 표시 

 

 

2) 왼쪽 메뉴에서 “Work Item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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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2010 에서 작업 항목 가져오기 

 

3) 현재 작업 항목을 가져오기 위하여 “Query”를 변경합니다. 

 

그림 119. Query 변경 선택 

 

4) 드룹 다운 형식으로 메뉴를 선택하거나,  를 선택합니다. 

 

그림 120. 드롭 다운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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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lect Query…” 를 선택하면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  선택하면 바로 “Select 

Query…”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림 121. “Select Query” 화면 

 

6) 화면 아래에서 “My Tasks”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내가 만든 작업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2. “My Tasks”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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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 작업 항목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항목 중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왼쪽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체크를 표시합니다. 

 

그림 123. 체크 인에서 작업 항목 리스트 표시 

 

8) “Check-in Action” 부분에서 완료하였다면, Resolve 를 선택합니다. (Associate 는 연동의 

뜻으로 다른 부분과 연동되어 있다면 Associate 를 선택합니다.) 

 

그림 124. 작업 항목 연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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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heck In”를 선택합니다. 

 

그림 125. “Check In” 선택 

 

10)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과 동기화 되고 작업 항목과 소스 코드가 

서로 연결됩니다. 

 

그림 126.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작업항목 동기화 

 

11) 이제 작업 항목과 소스 코드가 연결되어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추가 기능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7 소스 코드 체크인 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개발자들도 1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스 코드를 작성 할 때 최소한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개발된 

소스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코드로 문제가 없는 코드를 구현 할 수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버그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소스 코드에서 체크 인을 할 

때 특정한 정책을 검증하고 검증이 되지 않는 소스 코드는 서버에 동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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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am Explorer”에서 팀 프로젝트인 “MySource”를 선택합니다. 

 

그림 127. 소스 제어 선택 

 

2) “MySource”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128. 팀 프로젝트 메뉴 

 

3) “Team Project Settings”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왼쪽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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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Team Project Settings” 메뉴와 부 메뉴 

 

4) “Source Control…”을 선택합니다. 

 

그림 130. “Source Control…” 메뉴 선택 

5) “Source Control Settings – MySource” 창이 표시됩니다. 이 창은 소스 제어 설정 

창입니다. 

 

그림 131. 소스 제어 설정 

 

6) 탭 메뉴에서 “Check-in Policy”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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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체크 인 정책 설정 메뉴 이동 

 

7) 화면 오른쪽의 “Add”를 선택합니다. 

 

그림 133. 체크 인 정책 추가 버튼 

 

8) “Add Check-in Policy” 창이 표시됩니다. 

 
그림 134. 체크 인 정책 추가 창 

 

9) “Code Analysis”를 선택하여 코드 분석을 활용한 체크인 정책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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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정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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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K”를 선택합니다. 

11) 코드 분석을 위한 정책 편집기가 표시됩니다. 

 

그림 136. 코드 분석 정책 편집기 

 

12) “OK”를 선택하고 정책을 추가합니다. 

13) 체크 인 정책이 추가 된 것을 소스 제어 설정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7. 체크 인 정책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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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체크 인 정책에서 코드 분석등의 정책을 이용하면 고품질의 소스 코드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소스 코드의 정책을 두어 팀 프로젝트에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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