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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개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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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관리를 위하여 기존에는 Visual Source Safe 를 사용한 개발을 하였습니다. Visual Source 

Safe 는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스 관리를 중점으로 제공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과 보안, 성능,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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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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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isual Source Safe 2005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저장소 
파일 형식 MS SQL Server 

보안 
공유폴더 접근권한 사용 소스에 직접 접근 불가 

편의성(사용자 계정) 
VSS 에서 직접 관리 Windows 계정 사용 

성능 
파일 I/O Proxy 서버로 성능 

향상가능 

요구사항 관리 
불가 설계부터 요구사항과 연결 

문서 형상관리 
소스만 가능 가능(SharePoint Services) 

보고서 
직접 작성 가능(SQL Server Reporting) 

백업 및 복구 
수동  Database 백업 / 복구 

개발방법 지원 
지원불가 Agile 또는 CMMI 지원 

기술지원 
2005 버전 이후 계획 

없음 

2011 년 까지 가능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가능 

표 1 Visual Source Safe 2005 vs.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1.2 TEAM FOUNDATION SERVER 논리적 구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은 여러 계층으로 분리되어 다중 계층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림 1.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l 클라이언트 계층 

클라이언트 계층은

프로그램으로 Visual Studio 

Visual Studio 에 익숙하지

수 있으며, Outlook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l 응용 프로그램 계층

Team Foundation Server

프런트 엔드 응용 

Foundation Server

있으며 Team Foundation Server 2010

System Center 를 

1.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논리적

 

계층은 Team Foundation Server 에 접속할 수 있는 독립

Visual Studio 에서 통합할 수 있는 Team Explorer 로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Office 프로그램인 Excel, Project

, Outlook 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속 또는

경우에는 Team Web Access 를 사용하여 Team Foundation Server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계층 

Team Foundation Server 에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으로 IIS(웹서버)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는

Foundation Server 의 핵심 구성요소인 작업항목 추적, 소스제어,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이용하여 “테스트 랩 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논리적 구조 

독립 실행형 응용 

로 구성됩니다. 

Excel, Project 를 사용할 

또는 인터넷 환경에서 

Team Foundation Server 에 

)와 통합된 웹 기반 

계층에서는 Team 

, 빌드, 배포 기능이 

기능으로 Hyper-V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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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계층에는 Team Foundation Server 의 Proxy Server 도 포함됩니다. 

Proxy Server 를 이용하면 이전에 접속하여 작업한 소스 제어파일을 캐시에 저장하여 

원격지간 저대역폭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소스 제어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l 데이터 계층 

MS SQL Server 2008 의 핵심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기능을 이용하여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작업항목, 소스파일, 테스트 결과 및 사용자 정보와 

보고서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SQL Analysis Services 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Data Warehouse 로 작업되어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 TEAM FOUNDATION SERVER 물리적 구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2.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l SQL Server 2008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위하여 MS SQL Server 2008

l Team Foundation Server 

Team Foundation Server 2010

Server 2008 까지는

구성요소로 SharePoint 

.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물리적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 사용되는 많은 데이터를

MS SQL Server 2008 를 설치합니다. 

Team Foundation Server 2010 

Team Foundation Server 2010 는 여러 설치 모델을 지원합니다. Team Foundation 

까지는 설치 전 여러 가지 필수 구성요소를 설치하여야

SharePoint 설치 및 구성을 완료되어야 했지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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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구조 

데이터를 저장하기 

. Team Foundation 

설치하여야 했습니다. 필수 

 SharePoint 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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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이 설치 문서는 소스 관리용도로 사용되는 있는 Visual Source Safe 처럼 소스 

관리 기능을 구성을 하는 Basic(기본)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모델에 따라 필수 구성요소에서 옵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설치도 편리하고 

쉽게 변경되었으며, 구성도 마법사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l Team Foundation Server 2010 Build Service 

Visual Studio 에서 개발한 솔루션에 대하여 자동으로 빌드를 진행하고 공유하는데 

사용됩니다.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설치 또는 별도의 서버에 설치와 

구성을 할 수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 계층과 동일한 서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l Team Foundation Server 2010 Proxy Server 

네트워크가 느린 환경 또는 사용자가 많은 환경에서는 Proxy Server 를 이용하여 

이전에 접속한 소스 파일이 캐시 되어 Team Foundation Server 의 소스 제어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의 컴퓨터나 Team Foundation Server 응용 프로그램 

계층과 동일한 서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l Visual Studio 와 Client 응용 프로그램 

독립 실행형 응용 프로그램으로 Visual Studio 2010 은 Team Explorer 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며, Visual Studio 2008 은 추가 패치를 설치하여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b 을 이용한 사용은 외부에서 접속을 할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Office System 과 연동하여 사용할 경우 Team Explorer 를 

Client 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설치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은 기존의 2005 또는 2008 에 비하여 설치 및 

구성이 편리하고 간편해 졌습니다. 지금부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설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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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서는 MS SQL Server 의 경우 MS 

SQL Server 2005 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MS SQL Server 2008 이상 

지원합니다. 

2.1 설치 준비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를 설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설치 구성 요소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2.1.1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설치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l Microsoft Windows Server 

- Windows Server 2003 Service Pack 2 

- Windows Server 2008 

- Windows Server 2008 R2 

 

l Windows Installer 4.5 

l Microsoft SQL Server 2008  

l .NET Framework 3.5 

l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 Windows Server 2003 :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6.0 

- Windows Server 2008 :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7.X 

 

Windows Server 는 Windows Server 2003 서비스 팩 2, Windows Installer 4.5 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중에 필요에 따라 재부팅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설치 시에 

구성요소가 더 많이 설치됩니다. Windows Server 의 최신 버전인 Windows Server 2008 

또는 Windows Server 2008 R2 의 경우에는 설치시에 구성요소에 많지 않습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을 사용할 경우 Windows Server 2008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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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필요한 최소 

하드웨어 구성 

Windows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인텔 계열 CPU 또는 AMD CPU 를 사용하고 x86 PC 

이상을 권장합니다. Windows Server 2003 의 권장 하드웨어를 참고하고, VS TFS 2010 은 

Microsoft 웹 사이트에 권장 하드웨어를 참고합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권장 하드웨어 구성 

사용자 CPU 디스크 Memory 

20 명 이하 

1 개의 CPU  

클럭 수 : 2.2 

GHz 

8 GB 2 GB 

20 ~ 250 명 이하 

1 개의 CPU  

클럭 수 : 2.6 

GHz 

230 GB 2 GB 

250 ~ 450 명 이하 

2 개 이상 CPU 

클럭 수 : 2.8 

GHz 

500 GB 4 GB 

450 ~ 2,200 명 이하 

2 개 이상 CPU 

클럭 수 : 2.8 

GHz 

31 GB ~ 136 GB 3.5 GB 

2,200 ~ 3,600 명 

이하 

4 개 이상 CPU 

클럭 수 : 2.2 

GHz 

31 GB ~ 136 GB 3.5 GB 

*물리적 CPU 기준 

2.2 설치 전 필요 소프트웨어 구성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을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u IIS 6.0 또는 II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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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MS SQL Server 2008 

- Database 엔진 

- Full Text Search 

- Reporting Services 

- Analysis Services 

 

u Office SharePoint 

- SharePoint Services 3.0 또는 Microsoft Office SharePoint Server 2007  

- SharePoint Foundation Service 또는 Office SharePoint Server 2010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을 설치하기 전에 IIS 설정을 먼저 구성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Basic 설치 및 구성은 SharePoint 및 SQL Server 2008 의 Analysis Services 

와 Reporting Services 를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인터넷 정보 서비스(IIS 7.X) 설치하기 

IIS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7.0 / 7.5) 설치 및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작업 표시줄에서 다음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림 3. 서버관리자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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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합니다. 



3) 서버 관리자 화면이 표시되면

“역할”를 선택합니다. 

그림 4. 서버관리자 선택 

표시되면 VS TFS 2010 요구사항에 맞는 IIS 를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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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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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역할메뉴 

 

4) “역할” 화면에서 오른쪽 화면에서 “역활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림 6. 서버관리자에서 “역할” 선택 

 

 

그림 7. 역할 추가하기 

 

5) “역할 추가 마밥사” 창이 표시됩니다. 



 

6) “역할 추가 마법사”창의

 

7) “서버 역할 선택” 창이

그림 8. 역할 추가 마법사 창 

창의 오른쪽 아래 화면에 있는 “다음(N)>” 를 선택합니다

 

그림 9. “다음(N) >” 버튼 선택 

 표시되며, 표시창에 “웹 서버(IIS)”의 왼쪽 체크

15 

 

선택합니다. 

체크 상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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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서버 역할 선택”창 

 

 

그림 11. “역활 추가 마법사”에서 “웹 서버(IIS)” 추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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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할 추가 마법사”창의 오른쪽 아래 화면에 있는 “다음(N)>” 를 선택합니다. 

 

그림 12. “다음(N) >” 버튼 선택 

 

9) “웹 서버(IIS)” 설치 창이 표시되며, 웹 서버(IIS)에 대한 소개가 표시됩니다. 

 

그림 13. “역할 추가 마법사 확인” 창 

 

10) “웹 서버(IIS)”창의 오른쪽 아래 화면에 있는 “다음(N)>” 를 선택합니다. 

 

그림 14. “다음(N) >” 버튼 선택 



 

11) “역할 서비스 선택” 화면이

선택합니다. 

12)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서

설치 창이표시되며 “확인

 

13) “동적 콘덴츠 압축”은 ASP.NET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합니다. 

화면이 표시되고, 웹 서버(IIS)에 대해 설치할 역할

그림 15. “역할 서비스 선택” 창 

 

에서 “ASP.NET”, “.NET 확장성”을 선택합니다. 선택

확인”을 합니다. “성능”의 “동적 콘덴츠 압축”도 표시합니다

 

그림 16. “응용 프로그램 개발”  선택 

ASP.NET 의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은 “정적

여기서 “동적 콘텐츠 압축”을 사용하여 ASP.NET 의

18 

역할 서비스를 

 

선택 시 추가기능 

표시합니다. 

 

정적 콘텐츠 압축”에만 

의 성능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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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동적 콘텐츠 압축” 선택 

 

14) “역활 서비스 선택” 창의 오른쪽 아래 화면에 있는 “다음(N)>” 를 선택합니다. 

 

그림 18. “다음(N) >” 버튼 선택 

 

15) “설치 선택 확인” 창이 표시되며 설치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림 19. “설치 선택 확인” 창 

 

16) “설치 선택 확인” 창의 오른쪽 “설치”를 선택합니다. 

 

그림 20. “설치”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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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설치 진행률” 이 표시되며, 웹 서버(IIS) 설치가 진행됩니다. 

 

그림 21. “설치 진행률” 

 

18) 설치가 완료 되면 “설치”결과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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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설치완료 확인 

 

19) “설치 결과” 창의 오른쪽 아래 화면에서 “닫기”를 선택하여 “웹 서버(IIS)” 설치를 

완료합니다.  

 

그림 23. 역활 추가 마법사 닫기 

 

20) “서버 관리자” 화면에서 “웹 서버(IIS)”를 확인합니다. 



그림 24. 

 

2.4 .NET FRAMEWORK 3.5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1) “서버 관리자”에서 “기능

24. “서버 관리자”에서 “웹 서버(IIS)”의 설치 확인

.NET FRAMEWORK 3.5 설치하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에 필요한 .NET Framework 3.5 

 받을 수 있으며, Windows Server 2008 에서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22 

 

확인 

.NET Framework 3.5 설치는 Microsoft 

“기능 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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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왼쪽 트리 메뉴에서 “기능” 선택 

 

2) 오른쪽 창에서 “기능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림 26. “서버 관리자”에서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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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추가 마법사” 창이 표시됩니다. 첫 번째 “.NET Framework 3.5.1 기능”를 선택합니다. 

 

그림 27. “기능 선택” 창 

 

4) “기능 선택“”에서 첫번재 “.NET Framework 3.5. 1 기능”의 앞에 체크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림 28. “.NET Framework 3.5.1” 기능 추가하기 

 

  



5) “기능 추가 마법사”에서

추가(A)”를 선택하여 .NET Framework 3.5.1 

그림 29. 

 

6) “필요한 기능 추가(A)”를

상자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림

 

에서 추가 기능이 요청을 위한 창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NET Framework 3.5.1 의 필요한 기능을 추가합니다

29. “기능 추가 마법사” 에 필요한 기능 추가하기

를 선택하면 “Windows Process Activation Service

있습니다.  

그림 30. “기능 선택” 창이 추가된 기능 확인 

25 

필요한 기능 

추가합니다. 

 

추가하기 

Windows Process Activation Service”이 자동으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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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능 추가 마법사” 에서 “다음(N) >”를 선택합니다. 

 

그림 31. “다음(N) >” 버튼 선택 

 

8) “기능 추가 마법사”에서 “설치 선택 확인” 창이 표쇱니다. 

 

그림 32. 설치 선택 확인 

 

9) “설치 선택 확인” 창의 오른쪽 아래에서 “설치 (I)”를 선택합니다. 

 

그림 33. “설치 (I)” 선택 

 

10) “기능 추가 마법사” 에서 “설치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11) “기능 추가 마법사”에서

12)  “기능 추가 마법사”의 

그림

그림 34. 기능 추가 설치 

에서 “설치 결과” 창이 표시됩니다. 

그림 35. 기능 추가 “설치 결과” 창 

 오른쪽 아래 “닫기(O)”를 선택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그림 36. 기능 추가 완료를 위한 “닫기(O)”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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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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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버 관리자”에서 “기능”의 “기능 요약” 화면에서 .NET Framework 설치를 확인합니다. 

 

그림 37. .NET Framework 기능 추가 확인 

 

2.5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설치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은 기존의 2005 / 2008 처럼 설치시에 복잡한 

구성, 사용자 설정등을 하지 않아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Visual Studio 2010 

처럼 Setup 을 실행 후에 해당 기능을 선택하면 설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설치 DVD 를 DVD-ROM 으로 삽입합니다. 

 

2) DVD 드라이브로 이동하여 해당 버전의 폴더로 이동합니다. 

예) 32bit 의 경우 : Windows Server 32bit 일 경우 -> TFS-x32 

64bit 의 경우 : Windows Server 64bit 일 경우 -> TFS-x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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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설치 폴더구조 

 

3) 해당 bit 폴더로 이동하여 “setup”를 선택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림  39.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설치 실행 

 

4) 설치 하기 위한 VS TFS 2010 프로그램의 설치관련 구성요소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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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설치를 위한 관련 구성요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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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crosoft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설치 화면이 표시됩니다. 

 

그림 41. 설치를 위한 시작 화면 

 

6) 구성요소가 모두 완료되면 설치 화면 오른쪽 아래 “Next >”를 선택합니다. 

 

그림 42.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설치 시작 

 

7) “Microsoft Team Foundation Server 2010 Setup – Start Page” 화면이 표시됩니다. 



 

8) 왼쪽에서는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오른쪽에는 라이선스 관련

license terms.”을  체크합니다

 

9) 오늘쪽 아래 “Next >” 버튼이

그림

10) “Microsoft Team Foundation Server 2010 Setup 

트리메뉴에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그림 43. 설치 시작 화면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필수 구성요소가

관련 부분이 표시됩니다. 오른족 중간의 “I have read and accept the 

체크합니다. 

 

그림 44. 라이선스 동의 

버튼이 활성화 되면, “Next >”를 선택합니다. 

 

그림 45. 라이선스 확인 후 “Next >” 버튼 선택 

Microsoft Team Foundation Server 2010 Setup – Options Page”가 표시되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설치 기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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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가 표시되며, 

I have read and accept the 

 

표시되며, 왼쪽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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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기능 설치 

 

11) 기능 설치에서 다음 목록을 선택합니다. 

l Team Foundation Server 

l Team Foundation Build Service 

 

 

그림 47.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기능 설치 선택 

 



 

12) 기능 설치의 목록을 선택

시작합니다. 

13) “Microsoft Team Foundation Server 2010 Setup 

구성요소와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잠깐 

ü 기능 설치를

 

ü 설치 경로의

화면 중간의

폴더 변경창이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 아래의 “Installation >”이 활성화

 

그림 48. 설치 버튼 활성화 

Microsoft Team Foundation Server 2010 Setup – Install Page” 화면이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기능 구성요소가

설치를 초기화를 하려면 왼쪽 아래의 “Restore Default

 

경로의 변경을 하려면 Team Foundation Server 를 선택하고

중간의 “Feature install path : “ 부분에서 “Browse…”

변경창이 표시되고, 변경 하려고 하는 폴더로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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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되고 설치를 

 표시되고 필수 

구성요소가 설치됩니다. 

Restore Default”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를 선택합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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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설치 중간 Microsoft .NET Framework 4.0 설치 완료 후 시스템을 

재부팅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림 49.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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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Microsoft Team Foundation Server 2010 Setup – Finish Page” 

페이지 표시됩니다. 왼쪽아래 “Launch Team Foundation Server Configuration Tool”의 

체크 상자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0.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설치 완료 

 

15) 설치가 완료하고 이제 다음 환경 구성을 시작하기 위하여 “Configure”를 선택합니다. 

 

그림 51.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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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BASIC(기본) 

구성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구성은 5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Microsoft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구성표 

구성 방식 용도 

Basic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팀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소스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있으며, 

작업항목추적을 통하여 요구사항 정의등을 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Single Server 
하나의 서버에 기능 구성요소를 모두 설치하고 

협업을 위한 SharePoint, 보고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SQL Reporting Services 등을 구성합니다. 

Advanced 
하나 이상의 서버에서 SQL 및 SharePoint 등을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Application – Tier Only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응용 프로그램 개층만 구성합니다. 

Upgrade 
기존의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업그레이를 구성합니다. 

 

1) “Team Foundation Server Configuration Center” 창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창에 처음에는 

Standard Single Server 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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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Team Foundation Server 구성 마법사 

2) 왼쪽 메뉴에서 “Basic”를 선택합니다. 

 

그림 53. “Basic” 구성 선택 

 

3) 창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Start Wizard”를 선택합니다. 

 

그림 54.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구성 마법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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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am Foundation Server Basic Configuration” 창이 표시됩니다. 

 

그림 55. “Basic” 구성 마법사 

 

5) 창의 오른쪽 아래 “Next”를 선택하여 환경 구성 마법사를 이용하여 Basic 구성을 

시작합니다. 

 

그림 56. “Basic” 구성 마법사 시작 

 

6) “Team Foundation Server Basic Configuration”의 두번째 SQL Server Instance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Install SQL Server Expres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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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SQL Server 선택 

 

7) “Team Foundation Server Basic Configuration” 창의 오른쪽 아래 “Next”를 선택하여 다음 

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58. SQL Server 선택 완료 다음으로 이동 

  

참고 

기존에 SQL Server 이 설치되어 있다면 “Use an existing SQL Server 

Instance”를 선택하여 설치되어 있는 SQL Server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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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eam Foundation Server Basic Configuration” 창에서 구성환경에 대한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그림 59. “Basic” 구성 환경 확인 

 

9) “Team Foundation Server Basic Configuration” 창의 오른쪽 아래의 “Next”를 선택합니다. 

 

그림 60. “Basic” 구성 환경 확인 완료 

  



10) “Team Foundation Server Basic 

위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그림 61.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11) “Configure”를 선택하여

중요 

시스템 유효성 확인에서

문제는 없지만 위험성이

않았다면 으로 표시됩니다

부분에 대한 방법이나

로그를 확인하면 문제를

Team Foundation Server Basic Configuration” 에서 VS TFS 2010 의 Basic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61.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유효성

 VS TFS 2010 의 Basic 설치와 구성을 합니다. 

그림 62. 구성 진행 

확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으로 표시며, 경고성으로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으로 표시됩니다. 문제가 

표시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있다면

방법이나 로그는 아래 표시되며, “Open Log” 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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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구성을 하기 

 

유효성 검증 

 

 

경고성으로 

 발생하지 

있다면 해당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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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eam Foundation Server Basic Configuration” 창에서 VS TFS 2010 의 Basic 구성을 

시작합니다. 

 

 

그림 63.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구성 

  

잠깐 

SQL Server 의 설치가 되므로 설치시간이 조금 걸릴 수 도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중에 재부팅을 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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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그림 64.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구성 완료 

 

14) “Team Foundation Server Basic Configuration” 창에서 “Next”를 선택합니다. 

 

그림 65. 구성 완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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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eam Foundation Server Basic Configuration” 창에서 Basic 구성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림 66.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구성 완료 확인 

 

16) “Team Foundation Server Basic Configuration” 마법사를 닫기 위하여 “Finish”가 아닌 창의 

오른쪽 아래에서 “Close”를 선택하여 Basic 구성을 종료합니다. 

 

그림 67.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구성 마법사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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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eam Foundation Server Administrator Console” 창에서 Basic 구성을 확인합니다. 

 

그림 68.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관리 콘솔 

 

모든 구성이 끝나고 클라이언트 계층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Basic(기본) 구성으로 SharePoint 와 SQL Server 의 구성, 설치, 계정 설정과 

관계없이 가장 쉽게 설치 및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계정 관리 

3.1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보안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보안은 “Windows 사용자 및 그룹”과 “Windows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Team Foundation Server 는 사용자를 

Windows 의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Application Tier(응용 프로그램 계층)과 팀 

프로젝트의 보안 그룹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의 



보안 그룹은 전체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에서는 7 개의 보안

그림 69.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프로그램 계층에서 6 개의 보안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보안 그룹이 있습니다. 

69.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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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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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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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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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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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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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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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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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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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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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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서버관리자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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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합니다. 

 

그림 73. 서버 관리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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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버 관리자” 의 왼쪽 트리 메뉴에서 “구성”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림 74. 서버 관리자에서 구성 

 

4) “구성”에서 “로컬 사용자 및 그룹”를 선택합니다. 

 

그림 75. Windows 사용자 및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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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합니다. 

 

그림 76. 사용자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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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할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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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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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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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사용자 정보입력 완료 

 

사용자 추가를 완료했으면 별다른 추가 없이 이제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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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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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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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관리콘솔 

 

2) 왼쪽 트리 메뉴에서 “Application Tier”에서 “Team Project Collections”를 선택합니다. 

 

그림 80. 팀 프로젝트 모음 이동 

 

3) 오른쪽 화면 아래 탭 메뉴에서 “General” 부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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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팀 프로젝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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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른쪽 화면에서 “Group Membership”를 선택합니다. 

 

그림 82. 팀 프로젝트 모음 권한 설정 

 

5) 팀 프로젝트 모음의 전체 권한 그룹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그림 83. 팀 프로젝트 모음 그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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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efaultCollection]\Project Collection Valid Users” 를 선택하고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그림 84. 사용자 그룹 설정 창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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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됩니다. 

 

그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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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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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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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User or Group”을 선택하고, “Add…”를 선택합니다. 

 

그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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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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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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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9. 사용자 검색 

 

12) “검색 결과” 목록에서 사용자를 찾아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추가한 “chidev”를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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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사용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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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합니다. 

 

그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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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2.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사용자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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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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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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3. 사용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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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용자를 삭제할 경우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 접근 권한은 

있으며, 프로젝트에 접근 권한만 삭제됩니다. 

3) 사용자가 삭제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림 94. 사용자 삭제 확인 

 

4) 모든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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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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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WINDOWS 의 사용자를 그룹으로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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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5. 사용자 그룹으로 이동 

 

2) “그룹”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고 “새 그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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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그룹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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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룹 이름 : .MySource 

    설명 : MySocure 개발팀 

 

그림 97. 새 그룹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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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선택”창이 표시되며,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림 98. 사용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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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9. 사용자 추가 완료 

6) “새 그룹” 창에 사용자를 확인하고,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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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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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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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Windows 그룹 추가 

 

3) “.MySource”를 확인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림 102. 사용자 그룹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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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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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Team Foundation Server 설정에서 사용자 그룹 확인 

 

5) 모든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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