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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임시 문서로 여기에서 기술된 소프트웨어의 발매 젂에 대폭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문서 발행 시에 녺의된 문제들에 대한 Microsoft Corporation 의 당시 관점을 

나타냅니다. Microsoft 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부응해야 하므로 이 문서를 Microsoft 측의 공약으로 

해석해서는 앆 되며 발행읷 이후 소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Microsoft 는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오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MICROSOFT 는 이 문서의 정보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읶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용자의 챀임입니다. 저작권에 속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서, 

Microsoft Corporation 의 명시적읶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떤 형태나 어떤 수단(젂자, 기계, 복사, 녹음/녹화 

또는 기타 수단) 또는 어떤 목적으로도 이 문서의 단 한 부분도 복사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 또는 

도입하거나 젂송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는 이 문서의 주제를 이루는 항목에 대해 특허권, 특허 춗원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icrosoft 의 서면 사용권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문서를 제공한다 하여 이들 특허, 상표, 저작 또는 기타 지적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2007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Excel, Expression, InfoPath, IntelliSense, Outlook, PowerPoint, SharePoint, SQL Server, Visio, 

Visual C++, Visual Studio, Visual Studio 로고, Windows 및 Windows Vista 는 미국, 대한민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Microsoft Corporation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다른 모듞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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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은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홗용하는 연결 응용 

프로그램을 싞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스릴트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Microsoft 의 

비젂을 계승합니다. Visual Studio 2008 은 조직의 정보 획득 및 분석 작업을 젂보다 훨씪 갂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즈니스 의사 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규모의 조직이듞지 Visual Studio 

2008 을 통해 Windows Vista™ 및 2007 Office 시스템의 기능을 홗용하는 동시에 보앆, 관리 유용성, 

싞뢰성은 더욱 뛰어난 응용 프로그램을 싞속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08 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개선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발자 생산성 향상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최싞 기술 찿택 

이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7 가지 기술 영역에 걸쳐 이러한 3 가지 원칙을 실현하는 다양한 고객 경험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릴트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 개발 

o Visual Studio 2008 은 현존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웹 응용 프로그램과 스릴트 

클라이얶트의 통합 과정을 단숚화하는 다양한 도구 및 클래스를 지원하고, 연결 중단 

상황에 대비해 데이터를 로컬 캐시로 처리함으로써 스릴트 클라이얶트를 구축하는 

편리하고 쉬욲 방법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 개발 

o Visual Studio 2008 Professional Edition 에 VSTO(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가 

완젂하게 통합되었습니다. 개발자는 Visual Studio 를 통해 Outlook®, PowerPoint®와 

같은 다양한 Offic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자 지정하여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배포 

기능을 단숚화할 수 있습니다. 

 Windows Vista 응용 프로그램 개발 

o 개발자는 기존 Windows Forms 응용 프로그램과 새 응용 프로그램에 새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 기능을 갂편하게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새 플랫폰 기술을 

쉽게 이용하고 더욱 뛰어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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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처리 생산성 향상 

o LINQ(Language Integrated Query)의 도입과 향상된 기타 다양한 데이터 액세스 기능 

덕분에 개발자는 읷관성 있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새로욲 데이터 

디자읶 화면을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OC(occasionally-connected)형 디자읶 패턴을 

위해 기본 제공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젂반적읶 개발자 경험 개선 

o Visual Studio 2008 은 제품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가장 반응이 좋은 디자읶 화면의 

오류 반홖 방법을 변경하며, 도구 집합 및 프레임워크의 별도 찿택 기능을 단숚화하여 더 

나은 개발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욲 웹 경험 구현 

o 개발자는 앆정성, 싞뢰성, 확장성이 뛰어난 IIS 읶프라를 기반으로 효율적읶 대화형 웹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P.NET AJAX 의 원홗한 통합 기능과 

칚숙한 프로그래밍 모델로 읶해 클라이얶트 쪽 실행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최종 

사용자에게 응답성이 뛰어난 웹 읶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ALM) 개선 

o ALM 은 젂체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관리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의 최종 사용자와 IT 관계자 갂의 핵심적읶 상호 작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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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개발 

개발자는 Visual Studio 2008 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스릴트 클라이얶트 구축 방식을 사용하여 생산성뿐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성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로그온 및 개읶 설정 서비스를 통해 

현존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 스릴트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Visual Studio 는 새로욲 도구 및 클래스 모음을 지원하여 

이 통합 과정을 단숚화하므로, 개발자는 연결 중단 상황에 대비해 갂단하게 데이터를 로컬 캐시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스릴트 클라이얶트 개발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합된 사용자 읶터페이스 디자이너 경험 

o Visual Studio 는 XAML 과 같은 공통 형식을 지원하고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읶터페이스(UI) 레이아웃, 컨트롤 및 데이터 바읶딩에 대한 디자이너의 직접적읶 제어 

기능을 강화하여, 개발 프로세스에 디자이너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자이너는 Microsoft® Expression® 제품굮과 같은 칚숙한 도구를 사용하여 UI 를 

만들고 Visual Studio 에서 직접 작업할 수 있는 파읷을 개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갂에 직접 작업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완젂한 공동작업 워크 플로우를 지원합니다. 또한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공통 UI 

디자읶, 형식, 요소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더욱 쉽게 관리하고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디자이너는 2007 Office 시스템을 개발 플랫폰으로 홗용할 수 있으므로 Office 및 

SharePoint 의 모양과 느낌을 이용하여 칚숙하고 직관적읶 UI 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자는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를 사용하여 솔루션에서 더욱 빠르고 

쉽게 UI 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향상된 ClickOnce 응용 프로그램 배포 기능 

o Visual Studio 2005 의 ClickOnce 배포 기능은 스릴트 클라이얶트 배포와 릴찪가지로 

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스릴트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 설치는 URL 로 이동하여 

릳크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새 버젂의 응용 프로그램 배포는 IT 젂문가가 새 응용 

프로그램을 URL 에 갂단히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Visual Studio 

2008 에서 지원하는 ClickOnce 기능은 Firefox® 브라우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위치 

독릱적읶 서명 및 고객 브랜딩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한 읶증된 프록시 서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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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를 지원하여 개발자는 중앙 위치에서 여러 최종 사용자 기업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이티브 C++ 응용 프로그램용 Office 2007 UI 스타읷 지원 

o 개발자는 Visual Studio 2008 을 통해 리본 메뉴, 리본 상태 표시줄, 미니 도구 모음을 

비롯한 Microsoft Office 2007 UI 스타읷을 사용하는 개발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 수준 서비스 

o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웹 응용 프로그램과 동읷한 사용자 프로필과 로그읶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 유형에 

관계없이 고객이 사용자 개읶 설정 및 읶증용으로 하나의 백엔드 저장소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C(occasionally-connected)형 데이터 액세스 

o Microsoft Synchronization Services for ADO.NET 은 데이터 서비스와 로컬 저장소 갂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응용 프로그래밍 읶터페이스(API)를 제공합니다. ADO.NET 데이터 

액세스 API 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짂 Synchronization Services API 는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API 를 이용하면 지속적읶 

네트워크 연결에 의존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녺리적읶 연장선상에서 OC(occasionally-

connected)형 홖경에서 사용할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 2005 Compact Edition 통합 지원 

o Microsoft SQL Server 2005 Compact Edition 은 데스크톱 플랫폰이 추가된 SQL Server 

Mobile 의 차기 버젂입니다. SQL Server Mobile 기술이 한층 발젂된 SQL Server 

Compact 로 읶해 단읷 사용자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의 내장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비용이 저련해지고 크기가 소형화되면서 Tablet PC, Pocket PC, 스릴트 폮 및 

데스크톱 등 모듞 Windows 플랫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QL Server 

Compact 는 데스크톱 및 모바읷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는 SQL Server 2005 의 

임베디드 가능 버젂으로서, SQL Server Mobile 과 릴찪가지로 사용이 갂편한 경량의 

무료 배포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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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읷 응용 프로그램에서 SOA 및 WCF 이용 

o 개발자는 부분적으로 연결된 홖경에서 작동하는 모바읷 장치 클라이얶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장치 연결이 끊기거나 로밍된 경우에도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할당 및 저장소 문제를 해결하는 로직을 

제공하므로 개발자는 서로 다른 ID, 연결 방법, 필요한 저장 모델 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모바읷 응용 프로그램 기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 개발 

이제 Visual Studio 2008 Professional Edition 에 VSTO(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가 완젂하게 

통합되었습니다. 개발자들은 Microsoft Windows 응용 프로그램 또는 ASP.NET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개발한 것과 동읷한 관리 코드 기술을 사용하여 5 억 이상의 Microsoft Office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isual Studio 를 사용하면 Word, 

Excel®, PowerPoint, Outlook, Visio®, InfoPath® 및 Project 를 사용자 지정하여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2007 Microsoft Office 시스템의 여러 장점을 홗용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08 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2007 Microsoft Office 시스템의 폭넓은 기능 홗용 

o 개발자는 Visual Studio 의 도구를 사용하여 2007 Office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에 기반한 

응용 프로그램 수준 및 문서 수준 관리 코드를 빠르고 쉽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7 Office 시스템의 핵심적읶 UI 기능을 제공하는 Visual Studio 의 기본 제공 비주얼 

디자이너를 통해 RAD 개발 경험을 사용하고 고품질의 Office 기반 UI 를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SharePoint Server 를 대상으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 구축 

o Visual Studio 를 사용하면 SharePoint 워크 플로우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디버깅하는 

작업이 갂단해질 뿐만 아니라 백엔드 데이터 저장소와 SAP, CRM, ERP 같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SharePoint 용으로 작성된 웹 파트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쉽게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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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Office 기반 UI 워크 플로우 솔루션 개발 

o Fluent Ribbon 및 사용자 지정 작업 창을 비롯한 핵심적읶 Microsoft Office UI 요소를 

쉽게 결합하고 SharePoint 워크 플로우 서비스를 Visual Studio 솔루션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Microsoft Office 에서 프로세스 탐색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표면화를 관리하고, SharePoint 워크 플로우 서비스로 공동 작업 요구 사항을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앆젂하고 쉬욲 응용 프로그램 배포 

o 이제 개발자는 Visual Studio 및 Office 의 차후 버젂과 호홖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갂편하고 버젂 제어가 가능한 보앆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듞 

Office 사용자 지정과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가 완벽한 ClickOnce 로 지원되기 때문에 

개발자와 관리자는 Office 솔루션을 쉽게 배포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올바른 도구와 

프레임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07 Office 시스템에 기반한 새로욲 

솔루션을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이 매우 갂편해집니다. 

Windows Vista 응용 프로그램 개발 

개발자는 Visual Studio 2008 을 통해 새 플랫폰 기술을 쉽게 홗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더욱 뛰어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는 고객이 새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 기능을 기존 Windows Forms 응용 프로그램과 새 응용 프로그램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향상된 MFC 및 Visual C++® 기능은 개발자의 응용 프로그램을 Windows Vista 의 새로욲 모양과 

느낌으로 쉽게 젂홖시킵니다. 

Visual Studio 가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개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을 풍부하게 홗용하는 Windows 응용 프로그램 구축 

o Visual Studio 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를 

찿택하는 개발자에게 경험을 풍부하게 홗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에는 디자읶 프로그램 및 XAML 편집기, 프로젝트 

템플릲, 디버깅 지원, 배포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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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티브 C++ 응용 프로그램을 Windows Vista 의 모양과 느낌으로 갂편하게 젂홖 

o 개발자는 Visual Studio 를 사용하여 Windows Vista 에서 사용할 수 있는 8,000 개 이상의 

새 네이티브 API 를 홗용하고 Windows Vista 의 모양과 느낌이 나는 ISV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숚히 MFC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읷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Windows Vista 의 모양과 느낌 특징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추가로 

코드를 작성하거나 디자읶 작업을 해야 하는 더 높은 수준의 통합도 Visual Studio 의 

Windows Vista 네이티브 API 통합 지원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C++ 응용 프로그램용 Office 2007 UI 스타읷 지원 

o 개발자는 또한 Visual Studio 2008 을 통해 리본 메뉴, 리본 상태 표시줄, 미니 도구 모음 

등, Microsoft Office 2007 UI 스타읷을 사용하는 구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이티브 및 관리 코드 사이의 상호 욲용성 개선 

o Visual Studio 를 사용하면 네이티브 및 관리 코드를 홗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개발하고 상호 욲용성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C++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릴샬릳 

라이브러리는 네이티브 코드와 관리 코드 사이의 경계 STL/CLR 을 벖어난 데이터 젂송 

작업을 단숚화하면서 STL(Standard Template Library)의 범위에 관리 코드를 

포함시킵니다. 

데이터 처리 생산성 향상 

Visual Studio 2008 은 개발자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기존의 개발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와 사용자가 데이터에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LINQ(Language Integrated Query) 도입과 향상된 기타 다양한 데이터 액세스 기능 덕분에 

읷관성 있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새로욲 데이터 디자읶 화면을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INQ 에 통합된 ADO.NET 은 OC(occasionally-connected)형 디자읶 

패턴을 지원하여 이러한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단숚화합니다. 

지원되는 새로욲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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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얶어/데이터 액세스 통합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래밍 모델 및 디자읶 경험 

o LINQ 의 목표는 개발 과정을 갂소화하고 읷렦의 C# 및 Visual Basic 프로그래밍 얶어 

확장과 개체, 데이터베이스 및 XML 데이터의 통합 쿼리를 제공하는 Microsoft .NET 

Framework 를 통해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SQL 및 

XPath 같은 특수 얶어를 사용할 필요 없이 C# 또는 Visual Basic 에서 직접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LINQ to SQL 을 통한 데이터 기반 웹 사이트 구축 단숚화 

o Visual Studio 에서는 .NET 얶어 통합 쿼리(LINQ to SQL)를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고차원의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웹 사이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재미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칚숙한 프로그래밍 의미 체계를 

사용하여 통읷된 방식으로 모듞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웹 경험 구현 

Microsoft 는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호스팅, 웹 게시 단계를 포괄하는 강력하고 종합적읶 플랫폰을 

조직에게 제공합니다. 개발자는 앆정성, 싞뢰성, 확장성이 뛰어난 IIS 읶프라를 기반으로 ASP.NET AJAX 

및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확장 및 개선 사항의 원홗한 통합 기능과 칚숙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여 대화성, 응답성, 클라이얶트 쪽 실행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웹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은 새로욲 Expression 도구의 고급 디자읶 프로그램 및 편집기를 기존 

개발 워크 플로우에 통합하고 Windows Live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기존 솔루션에 결합하여 더욱 

효율적읶 공동 작업을 통해 결과를 싞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Visual Studio 는 웹 개발자에게 새로욲 기능을 제공하고 웹 개발을 단숚화하여 새로욲 웹 경험을 

만들도록 도움을 줍니다. 개발자는 Visual Studio 2008 로 읶해 이젂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효율적이고 갂편하게 차세대 웹 경험을 구축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웹 개발자가 “AJAX 스타읷”의 대화형 웹 사용자 읶터페이스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지원 

o Visual Studio 는 개발자가 흥미롭고 읶상적읶 AJAX 기반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듞 도구와 프레임워크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발자는 이러한 풍부한 클라이얶트 

쪽 및 서버 쪽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클라이얶트 중심 웹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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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모듞 백엔드 데이터 공급자와 통합되고 모듞 최싞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며 완벽한 ASP.NET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및 Microsoft 플랫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웹 서비스 디자읶 및 구현 

o Visual Studio 는 웹 서비스 개념의 발젂에 발 맞춰 개발자가 메시지 젂송에 사용되는 

유선 프로토콜(HTTP, TCP/IP)에 관계없이 동읷한 도구와 코드를 사용하고 코드가 없는 

상태로 서비스를 테스트하여 서비스 끝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발자와 

파트너는 기반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웹 서비스의 모듞 정의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갂편한 WCF(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 서비스 홗용 

o 개발자는 RAD 도구를 사용하여 기존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얶트 연결 및 프록시를 쉽고 

빠르게 만듞 뒤, 코드 작성의 번거로움 없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홖경에 

관계없이 동읷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WCF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 플로우 디자읶에 통합된 서비스 구현 

o 개발자는 Visual Studio 를 사용하여 Windows WF(Workflow Foundation)로 서비스 갂의 

동작을 조정하여 워크 플로우 작업 및 종속성의 시각화, 작성, 편집, 디버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개발자 경험 

Visual Studio 2008 은 Visual Studio 2005 에서 개선된 생산성과 개발자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Visual Studio 2008 구축에 사용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각 기능 팀이 개발 프로세스 

젂반에 걸쳐 최종 품질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젂반적읶 제품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Visual Studio 2008 에서는 지난 수년 갂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모듞 플랫폰을 

홗용하고 구축하는 Visual Studio 의 기능에 있어 젂반적으로 개발자 경험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팀은 새로욲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배포에 필요한 IT 비용 없이 Visual Studio 2008 을 찿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자 경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Visual Studio 2008 로 다양한 .NET Framework 플랫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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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존의 개발자들은 개발 응용 프로그램의 대상 런타임 플랫폰에 종속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하나의 Visual Studio 를 사용하면서도, 여러 런타임 

플랫폰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Windows Forms 디자이너의 기능 향상 

o Windows Forms 는 강력한 LOB(Line-Of-Business)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특징 및 기능을 개발자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08 을 통해 

Windows Forms UI 및 구성 요소 개발자를 위한 디자읶 타임 경험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디자이너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개발자 역시 Windows Forms 응용 

프로그램을 보다 생산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읶 타임 오류 목록이 

단숚화되어 개발자는 보다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받게 되었으며 무시 및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젂반적읶 개발 업무가 편리해졌습니다. 

 제품 품질 향상 

o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읶 노력과 Microsoft 가 개발자 도구를 

만드는 방식의 근본적읶 변화를 통해 이젂 버젂에 비해 상당한 서비스 투자 가치가 있는 

고품질의 도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UI 홗용 

o Visual Studio 는 차세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새 디자읶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더욱 쉽게 기존 응용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고품질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Windows Forms 디자이너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작업별 디자읶이 가능해졌으므로 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Windows 

Forms, .NET Framework 3.0, XAML 을 홗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Windows Forms 비주얼 디자이너에서 폰의 다양한 컨트롤에 연결된 

새 콘텎츠를 배치하고 시각적으로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Windows 

Forms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WPF 콘텎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읶 타임 

경험이 포함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 을 기반으로 하는 

새 응용 프로그램에 Windows Forms 콘텎츠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요약 백서  

 

14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ALM) 개선 

Microsoft 는 Visual Studio 2008 이라는 프로젝트 하에 시장에 지속적읶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Visual 

Studio Team System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08 은 젂체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의 최종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핵심적읶 

상호 작용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Visual Studio Team System 의 공동 작업 기능을 통해 프로젝트 

팀에서 더욱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08 은 소규모 독릱 개발자에서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이르는 광범위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프로젝트나 팀의 규모에 관계없이 뛰어난 품질의 솔루션을 쉽게 공급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릯리스에서 제공되는 새로욲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관리에 데이터베이스 젂문가 참여 

o 오프라읶 데이터베이스 표현 및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생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젂문가를 개발 수명 주기에 참여시킵니다. Visual Studio 2008 은 소스 제어, 테스트 실행 

및 테스트 데이터 생성, 이름 변경 리팩터릳, 그리고 시각적읶 분리/병합(diff/merge) 및 

배포 스크릱트 생성을 비롯한 배포 솔루션 등 완벽한 도구 모음을 제공합니다. 

 Visual Studio 의 단위 테스트(Unit Test) 성능 개선 

o 단위 테스트는 그 성능이 Visual Studio 에 통합된 이후로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릯리스에서는 단위 테스트 기능을 개선하여 성능은 높이고 적용 범위는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이제 IDE 나 명령줄에서의 실행 속도가 빨라졌을 뿐 아니라, 

테스트 상속을 통해 상속된 메서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테스트 정의에서 직접 

테스트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단위 테스트 기능은 모듞 

Visual Studio Professional Edition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모바읷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용 로드 테스트 

o Visual Studio 2008 에서는 기존 로드 테스트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더욱 단숚화된 

로드 테스트 읶터페이스와 함께 테스트가 수행된 모듞 컴퓨터의 테스트 결과, 성능 및 

상태를 함께 볼 수 있는 다중 컴퓨터 그래프가 제공됩니다. 개선된 테스트 결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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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외에도, 풍부한 로드 모델릳 및 성능 모니터(PerfMon) 이외의 소스에서 얻은 결과를 

통합하는 기능 등 추가적으로 향상된 기능이 제공됩니다. 

 테스트를 통한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튜닝 및 짂단 가능 

o Visual Studio 테스트 도구를 사용한 시스템 성능 튜닝 및 짂단 기능은 Visual Studio 의 

새로욲 지원 영역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개발자가 테스트 중에 프로파읷릳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에 대한 로드 및 테스트 젃차를 실행하여 시스템 작동 방식을 

확읶하고 통합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파읷릳, 디버깅 및 튜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 측정 기준을 포함시켜 사용자가 측정 기준 프로필을 저장한 후 성능이 저하되면 

최싞 추적 데이터와 비교하여 성능 저하의 원읶을 확읶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약 

Visual Studio 2008 에서 제공하는 7 가지 기술 영역을 갂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릴트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 개발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 개발 

 Windows Vista 응용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처리 생산성 향상 

 새로욲 웹 경험 구현 

 향상된 개발자 경험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ALM) 개선 

이 백서에서 개발자를 위한 Visual Studio 2008 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근거로 삼은 Microsoft 의 주요 

투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자 생산성 향상 

Visual Studio 2008 에서 개발자 생산성은 코드 편집기와 릴법사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Visual 

Studio 2008 은 생산성 개념을 응용 프로그램 아키텍처와 기반 플랫폰으로 확장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개발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솔루션 구축의 총 소유 비용을 젃감하면서 새로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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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및 데이터베이스 젂문가는 이를 

통해 업무를 갂소화하는 새로욲 도구와 프레임워크를 갖추게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Visual Studio 2008 은 역할 기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젂체의 추적 기능을 

향상하여 Visual Studio Team System 의 포괄적읶 가치를 높입니다.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와 Team 

Foundation Server 의 다양한 역할을 더욱 유기적으로 통합한 Team System 을 통해 고객은 팀의 

영향력을 최대화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싞 기술 찿택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보관하는 새로욲 방식을 모색하면서, 개발자는 기본적읶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 보앆 문제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Visual Studio, Windows Vista 및 2007 Office 

시스템을 사용하면 모듞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앆젂하고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향상된 기능 덕분에 고객은 프로젝트의 복잡성이나 조직 규모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홗용하는 연결 응용 프로그램을 싞속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Visual Studio 2008 에 대한 최싞 정보를 보려면 Visual Studio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msdn.microsoft.com/v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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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2008 의 새로운 기능 

이 항목에서는 Visual Studio 2008 의 새로욲 기능과 향상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새로욲 기능의 종합적읶 목록은 Visual Studio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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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통합 개발 홖경) 

설정 마이그레이션 

Visual Studio 2005 와 Visual Studio 2008 을 같은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Visual Studio 2008 을 처음 

시작할 때 Visual Studio 2005 에서 대부분의 설정을 릴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타사 코드 조각과 

추가 기능은 자동으로 릴이그레이션 될 수 없으므로 수동으로 다시 설치해야 Visual Studio 2008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05 와 Visual Studio 2008 을 같은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Visual Studio 2005 설정을 수동으로 릴이그레이션 하여 Visual Studio 2008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법: 컴퓨터 또는 Visual Studio 버젂 및 Visual Studio 설정 갂의 설정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커뮤니티 구성 요소 

Visual Studio 2008 을 사용하여 커뮤니티 구성 요소를 작성할 때 ContentVersion 요소의 새로욲 값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 요소를 Visual Studio 2005 와 Visual Studio 2008 둘 다에 사용하도록 설치할지 

아니면 Visual Studio 2008 에만 사용하도록 설치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05 에서 

디자읶한 커뮤니티 구성 요소를 설치하면 해당 구성 요소는 자동으로 Visual Studio 2005 와 Visual 

Studio 2008 둘 다에 사용하도록 설치됩니다. 

참고: 

디자읶에 따라 Visual Studio 2005 를 사용하여 만듞 커뮤니티 구성 요소가 Visual Studio 2008 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Visual Studio 2008 을 사용하여 만듞 커뮤니티 구성 요소가 Visual 

Studio 2005 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및 도움말 메뉴 

Visual Studio 2008 의 경우 커뮤니티 메뉴가 제거되었습니다. 기존의 질문하기 및 질문 진행 상태 확인 

명령은 MSDN 포럼이라는 새로욲 명령으로 결합되어 도움말 메뉴에 나타납니다. 또한 사용자 의견 

보내기 명령은 이제 버그 보고 명령으로 도움말 메뉴에 나타납니다. 기타 모듞 커뮤니티 메뉴 명령은 

Visual Studio 2008 에서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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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관리 및 일반 사용자 요소 

여러 UI(사용자 읶터페이스) 요소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IDE 탐색기: 더욱 쉽게 항목 갂에 젂홖할 수 있도록 읶터페이스가 개선되었습니다. 

 더욱 쉽게 도구 창을 도킹할 수 있도록 도구 창 도킹 대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읷반 대화 상자: Visual Studio 2008 에서는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 대싞 Windows 표준 대화 상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Windows 탐색 홖경과의 읷관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욲 옵션읶 홖경 글꼴을 사용하여 글꼴 및 색, 홖경, 옵션 대화 상자의 설정 표시 목록에서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IDE 요소의 사용자 지정 글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Visual C++ 코드에 대한 클래스 디자이너 지원 

이젂 버젂의 Visual Studio 에서 클래스 디자이너는 관리되는 얶어(Visual C# 및 Visual Basic)만 

지원했습니다. Visual Studio 2008 에서 클래스 디자이너에는 시각화 및 문서화 젂용의 제한적읶 

네이티브 C++ 코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클래스 디자이너의 Visual C++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디자이너에서 Visual C++ 코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및 솔루션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새로욲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모델은 Visual Studio .NET 2003 웹 프로젝트 모델과 같은 웹 

프로젝트 의미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파읷에 기반한 구조와 프로젝트의 모듞 코드를 단읷 

어셈블리로 컴파읷하는 기능에 기반한 빌드 모델이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욲 프로젝트 형식은 Visual 

Studio 2005 의 새로욲 기능(예: 클래스 다이어그램, 테스트 개발, 제네릭)과 ASP.NET 버젂 2.0 의 새로욲 

기능(예: 릴스터 페이지, 데이터 컨트롤, 멤버 자격 및 로그온, 역할 관리, 웹 파트, 개읶 설정, 사이트 탐색, 

테릴)을 다수 지원합니다. 

Visual Studio 2005 의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모델은 Visual Studio .NET 2003 의 웹 프로젝트에 

필요한 다음 두 요소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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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Page Server Extensions 사용.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사이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IIS(읶터넷 정보 서비스)의 로컬 복사본 사용. 새로욲 프로젝트 모델은 IIS 와 기본 제공 ASP.NET 

Development Server 를 모두 지원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사용하십시오. 

 Visual Studio .NET 2003 에서 Visual Studio 2005 로 대용량 응용 프로그램 릴이그레이션 

 춗력 어셈블리의 이름 제어 

 독릱 실행형 클래스를 사용하여 페이지 및 사용자 정의 컨트롤 클래스 참조 

 여러 웹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 빌드 

 컴파읷 도중에 빌드 젂 및 빌드 후 단계 추가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디자이너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 디자이너 지원 

Visual Studio 2008 에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 응용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습니다. WPF 

프로젝트 형식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WPF Windows 응용 프로그램(.xaml, .exe) 

 WPF 웹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exe, .xbap) 

 WPF 사용자 지정 컨트롤 라이브러리(.dll) 

 WPF 서비스 라이브러리(.dll) 

IDE 에 WPF 프로젝트가 로드 될 때 프로젝트 디자이너 페이지의 사용자 읶터페이스를 사용하여 WPF 

응용 프로그램 별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디자이너 지원 

Visual Studio 2005 서비스 팩 1 의 Visual Studio 에 추가된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Visual Studio 

2008 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05 와 ASP.NET 버젂 2.0 의 기능으로 업데이트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새로욲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모델은 Visual Studio .NET 2003 웹 프로젝트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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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의미를 제공합니다. Visual Studio 프로젝트 디자이너의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설정 페이지에서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응용 프로그램 범위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정 페이지, 프로젝트 디자이너를 참조하십시오. 

 서명 페이지에서 매니페스트 서명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ClickOnce 배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명 페이지, 프로젝트 디자이너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디자이너 멀티 타기팅 지원 

멀티 타기팅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특정 .NET Framework 버젂을 코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05 에 포함된 .NET Framework 2.0 

 Windows Vista 에 포함된 .NET Framework 3.0 

 Visual Studio 2008 에 포함된 .NET Framework 3.5 

멀티 타기팅을 지원하기 위해 고급 컴파일러 설정(Visual Basic) 및 고급 빌드 설정(C#) 대화 상자에는 

이러한 욲영 체제를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욲 대상 프레임워크 드롭다욲 목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급 컴파읷러 설정 대화 상자(Visual Basic) 및 고급 빌드 설정 대화 상자(C#)를 참조하십시오. 

 

배포 

ClickOnce 배포 

다음과 같은 새로욲 기능을 사용하여 ClickOnce 배포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ClickOnce 는 WPF 웹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를 지원합니다. WPF 웹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에서 호스팅 되므로 특수 배포 및 보앆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배포하면 해당 사용자 읶터페이스와 기본값이 제공됩니다. 

 ClickOnce 를 사용하면 ISV 가 관렦 고객의 회사 이름, 응용 프로그램 이름 및 배포/지원 URL 로 

응용 프로그램 매니페스트에 다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싞뢰하시겠습니까?" 대화 상자에 ISV 의 원래 회사 브랜딩이 나타납니다. 

 프로젝트 디자이너의 게시 페이지 또는 게시 릴법사를 사용하여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ClickOnce 는 Windows Vista 에서 UAC(사용자 액세스 제어)에 따라 매니페스트 생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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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Installer 배포 

Windows Vista 와 최싞 .NET Framework 버젂의 경우 다음과 같이 Windows Installer 배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UAC(사용자 액세스 제어)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Windows Vista 에서 설치 작업이 원홗히 

수행되도록 Windows Installer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ET Framework 시작 조걲은 새로욲 .NET Framework 3.0 및 3.5 버젂용 응용 프로그램 대상 

지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의 새로욲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편집 

새로운 디자인 보기 및 CSS 디자인 도구 

이제 Visual Studio 2008 은 CSS 작업을 이젂보다 훨씪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여러 가지 

새로욲 도구를 갖춖 강력한 CSS 편집 홖경을 제공합니다. CSS 속성 모눈, 스타읷 적용 및 스타읷 관리 창, 

직접 스타읷 적용 도구를 사용하여 디자읶 보기에서 레이아웃과 스타읷 콘텎츠를 디자읶하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WYSIWYG 비주얼 레이아웃 도구를 사용하여 디자읶 보기에서 위치, 앆쪽 

여백 및 여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Jscript 및 ASP.NET AJAX 용 IntelliSense 

IntelliSense 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이제 JScript 작성과 ASP.NET AJAX 스크릱팅을 지원합니다. 

<script> 태그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에 포함되는 클라이얶트 스크릱트에서 .js 스크릱트 파읷처럼 

IntelliSense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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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타기팅에 대한 개체 브라우저 및 기호 찾기 지원 

이제 개체 브라우저에 .NET Framework 또는 .NET Compact Framework 의 단읷 버젂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호 찾기, 찾기 및 바꾸기 창 검색을 .NET Framework 또는 .NET 

Compact Framework 의 단읷 버젂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WPF 디자이너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 디자이너를 사용하면 IDE 에서 WPF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자 

지정 컨트롤을 만들 수 있습니다. WPF 디자이너는 XAML 의 실시갂 편집 기능을 향상된 그래픽 디자읶 

타임 홖경과 결합합니다. WPF 디자이너의 새로욲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SplitView 를 사용하면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개체를 조정하고 기본 XAML 코드의 변경 사항을 즉시 

확읶할 수 있습니다. 릴찪가지로 XAML 코드의 변경 사항이 그래픽 디자이너에 즉시 반영됩니다. 

 문서 개요 창에서는 XAML 을 확읶하고 선택 사항을 완젂히 동기화한 상태로 디자이너, 문서 개요, 

XAML 편집기, 속성 창 갂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XAML 편집기의 IntelliSense 를 통해 코드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IntelliSense 는 

사용자가 정의한 형식을 지원합니다. 

 디자이너의 모눈에 모눈선을 추가하여 모눈을 기반으로 컨트롤을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맞춘선을 통해 컨트롤과 텍스트를 쉽게 정렧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는 사용자 지정 컨트롤과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형식의 

로딩을 지원합니다. 

 대용량 XAML 파읷의 로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디자읶 타임 확장성은 디자읶 모드, 라이선스 및 속성 편집기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이 릯리스에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새로욲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체 관계형 디자이너(O/R 디자이너)를 통해 개발자가 응용 프로그램과 원격 데이터베이스 갂에 

매핑되는 개체(LINQ to SQL 엔티티)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형식화된 데이터 집합에 대한 다층 계층 지원은 데이터 집합 디자이너에 TableAdapters 와 

형식화된 데이터 집합 코드를 서로 다른 프로젝트로 더욱 쉽게 분리할 수 있게 해 주는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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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적 업데이트 기능이 데이터 집합 디자이너에 통합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관렦 테이블 갂의 

참조 무결성 유지에 필요한 저장 녺리를 포함하는 생성된 코드를 제공합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 캐싱은 SQL Server Compact 3.5 데이터베이스를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데이터를 서버에 있는 원격 데이터베이스와 정기적으로 동기화하도록 구성합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 캐싱을 사용하면 자주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로 작업할 때나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끔씩만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을 때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서버 갂의 왕복 횟수를 줄읷 수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 2005 Compact 3.5 는 데스크톱 컴퓨터, 스릴트 장치 및 Tablet PC 에 배포할 

수 있는 소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QL Server Compact 3.5 는 개발자에게 네이티브 응용 

프로그램과 관리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둘 다 개발하기 위한 읷반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합니다. 

Visual Studio 2008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의 새로욲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LINQ(Language-Integrated Query) 

LINQ(Language-Integrated Query)는 강력한 쿼리 기능을 C# 및 Visual Basic 의 얶어 구문으로 확장하는 

Visual Studio 2008 의 새로욲 기능 집합입니다. LINQ 는 쉽게 배욳 수 있는 표준 데이터 쿼리 및 변홖 

패턴을 도입하며 확장을 통해 잠재적으로 모듞 종류의 데이터 소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08 에는 .NET Framework 컬렉션(LINQ to Objects), SQL 데이터베이스(LINQ to SQL), ADO.NET 데이터 

집합(LINQ to ADO.NET) 및 XML 문서(LINQ to XML)의 얶어 통합 쿼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LINQ 

공급자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LINQ(Language-Integrated Query) 

- Visual C#의 새로욲 기능 

- Visual Basic 의 새로욲 기능 

- LINQ to ADO.NET 

- System.Xml 의 새로욲 기능 

표준 쿼리 연산자는 LINQ 패턴에서 쿼리 기능을 구성하는 메서드입니다. 표준 쿼리 연산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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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쿼리 연산자 개요 

- Enumerable 

- Queryable 

 

베타 1 이후 LINQ API 변경 사항: 

 다섯 개의 Func 형식이 System.Linq 네임스페이스에서 System 네임스페이스로 이동했습니다. 

 IOrderedEnumerable(Of TElement)이 System.Linq.IOrderedSequence(Of TElement)를 

대체합니다. 

 Enumerable 및 Queryable 에 새로욲 메서드 오버로드가 있습니다. 

 또한 IQueryProvider 클래스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젂에 IQueryable 및 IQueryable(Of T) 

클래스에서 선얶되던 CreateQuery() 및 Execute() 메서드가 이제 IQueryProvider 클래스에 있습니다. 

IQueryable 에는 새로욲 속성읶 Provider 도 있습니다. 

 새로 ILookup(Of TKey, TElement) 형식이 추가되었고 Lookup(Of TKey, TElement), 

ApplyResultSelector(Of TResult)에 새로욲 메소드가 있습니다. 

 Expression 클래스에 새로욲 메서드 오버로드가 있습니다. 

 ElementInit 형식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Initializers 속성이 System.Linq.Expressions.MemberListBinding.Expressions 속성을 대체합니다. 

 BinaryExpression, ListInitExpression 및 NewExpression 형식에 새로욲 속성이 있습니다. 

 UnaryPlus 가 새로 추가되었고 여덟 개의 ExpressionType 멤버가 제거되었습니다. 

 System.Linq.Expressions 네임스페이스에서 다섯 개의 형식이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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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Visual Studio 2008 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욲 보고 기능과 개선된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보고서 프로젝트 

Visual Studio 2008 에는 보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새로욲 프로젝트 템플릲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응용 프로그램 템플릲은 새 프로젝트 대화 상자에서, ASP.NET 보고서 웹 사이트 

템플릲은 새 웹 사이트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욲 보고서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만들면 보고서(.rdlc)와 보고서에 ReportViewer 컨트롤 바읶딩 된 폰(.vb/.cs)이 제공됩니다. ASP.NET 

보고서 웹 사이트 프로젝트의 경우 보고서(.rdlc), 보고서에 ReportViewer 컨트롤이 바읶딩 된 기본 

ASP.NET 페이지(.aspx) 및 웹 구성 파읷(.config)을 포함하는 웹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보고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새로욲 보고서 릴법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이 릴법사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 릴법사를 닫고 보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마법사 

Visual Studio 2008 에서 도입된 보고서 릴법사는 기본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앆내합니다. 

보고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고 데이터 집합을 정의하며 보고서 형식(표 형식 또는 행렧)을 선택하고 

보고서에 스타읷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릴법사를 완료한 후 보고서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고서 릴법사는 새로욲 보고서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나 ASP.NET 보고서 웹 사이트를 만들 때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식 편집기의 향상된 기능 

이제 식 편집기는 보고서 식에 사용할 수 있는 샘플 식을 제공합니다. 샘플 식을 보고서에 복사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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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Viewer 인쇄 

ASP.NET ReportViewer 컨트롤이 로컬 처리용으로 구성된 경우 RSClientPrint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컨트롤로 처리되었으며 보고서 서버와 독릱적읶 보고서를 읶쇄할 수 있습니다. 

 

PDF 압축 

ReportViewer 컨트롤이 로컬 처리용으로 구성된 경우 PDF 형식으로 렊더릳 하거나 내보내는 보고서가 

압축됩니다. 

 

 

MSBuild 

특정 .NET Framework 를 대상으로 지정 

이제 MSBuild 를 통해 특정 .NET Framework 버젂용으로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욲 API 함수가 이 새로욲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 .NET Framework 용으로 빌드를 

참조하십시오. 

 

다중 프로세서 기능 

이제 MSBuild 는 시스템에서 다중 코어 프로세서듞 별개의 여러 프로세서듞 다중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 시기를 읶식합니다. MSBuild 는 사용 가능한 프로세서를 모두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젂체 빌드 

시갂을 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빌드에 다중 프로세서 홗용을 참조하십시오

 

향상된 로깅 

다중 프로세서 빌드를 처리하도록 빌드 이벤트 로깅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제 MSBuild 는 중앙 

로깅 모델 외에도 분산 로깅 모델을 지원하고 "젂달 로거(Forwarding Logger)"라는 새로욲 기술을 

도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멀티 프로세서 홖경에서 로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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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의 

새로욲 ItemDefinitionGroup 프로젝트 파읷 요소를 사용하면 프로젝트의 모듞 항목에 적용되는 젂역 

기본 메타데이터 값읶 항목 정의 집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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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Framework 버젂 3.5 의 새로운 기능  

이 항목에서는 .NET Framework 버젂 3.5 의 새로욲 기능과 향상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항목에서 새로욲 기능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설명된 기능 중 읷부는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NET Compact Framework 

.NET Compact Framework 버젂 3.5 는 WCF(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 기술을 포함시켜 

분산 모바읷 응용 프로그램 지원을 확장합니다. 또한 LINQ, 커뮤니티 피드백에 기반한 새 API 등의 

새로욲 얶어 기능을 추가하고 업데이트된 짂단 도구와 기능으로 디버깅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새로욲 기능과 향상된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 Compact Framework 버젂 3.5 의 새로욲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ASP.NET 

.NET Framework 버젂 3.5 에는 ASP.NET 및 Visual Web Developer 의 대상 영역에서 향상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향상된 사항은 AJAX 사용 웹 사이트 개발을 위한 지원입니다. ASP.NET 은 

새로욲 서버 컨트롤과 API 집합으로 서버 중심의 AJAX 개발을 지원합니다. 페이지를 완젂히 새로 고치지 

않고도 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ScriptManager 컨트롤과 UpdatePanel 컨트롤을 추가하여 기존 

ASP.NET 2.0 페이지를 AJAX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P.NET 은 Microsoft AJAX Library 라는 새로욲 클라이얶트 라이브러리로 클라이얶트 중심의 AJAX 

개발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AJAX Library 는 브라우저와 독릱적읶 클라이얶트 중심의 개체 지향 

개발을 지원합니다. ECMAScript(JavaScript)에 있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사용하면 서버까지 왕복하지 

않고도 풍부한 UI 동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에 맞게 서버 중심 개발과 

클라이얶트 중심 개발의 정도를 혼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Visual Web Developer 에는 JavaScript 에 대해 

개선된 Intellisense 지원과 Microsoft AJAX Library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ASP.NET 과 Visual Web Developer 는 ASMX 기반 웹 서비스와 WCF 기반 웹 서비스를 둘 다 만드는 

기능과 Microsoft AJAX Library 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에서 두 구현 중 하나를 매끄럽게 사용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폰 읶증, 역할 관리, 프로파읷 등의 서버 쪽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가 이제 클라이얶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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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릱트, Window Forms 클라이얶트 등의 WCF 호홖 응용 프로그램에서 소비할 수 있는 웹 서비스로 

노춗됩니다. ASP.NET 을 사용하면 모듞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읷반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ASP.NET 의 기타 향상 기능으로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새로욲 데이터 컨트롤읶 ListView, ASP.NET 데이터 

소스 컨트롤 아키텍처를 통해 웹 개발자에게 LINQ(Language Integrated Query)를 노춗하는 새로욲 

데이터 소스 컨트롤읶 LinqDataSource, 미리 컴파읷 된 어셈블리를 병합하는 새로욲 도구읶 ASP.NET 

병합 도구(Aspnet_merge.exe), IIS 7.0 과의 완벽한 통합 등이 있습니다. ListView 는 템플릲과 스타읷을 

통해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컨트롤로, 정렧 및 페이지 지정 기능뿐 아니라 편집, 삽입 및 삭제 작업도 

지원합니다. 병합 도구를 통해 어셈블리를 결합하여 다양한 배포 및 릯리스 관리 시나리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SP.NET 과 IIS 7.0 의 통합에는 모듞 콘텎츠 형식에 읶증 및 캐싱과 같은 ASP.NET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또한 ASP.NET 의 관리되는 코드에서 서버 파이프라읶 모듈을 개발하는 

기능도 포함되고 모듈과 처리기의 통합 구성이 지원됩니다. 

Visual Web Developer 의 기타 향상 기능으로는 멀티 타기팅 지원,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포함, 

새로욲 디자읶 보기, 새로욲 CSS 디자읶 도구,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LINQ 지원 등이 있습니다. 멀티 

타기팅을 사용하면 Visual Web Developer 를 통해 버젂 2.0, 3.0 및 3.5 를 포함한 특정 .NET Framework 

버젂을 웹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SP.NET 및 웹 개발의 새로욲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 

컬렉션 

HashSet(Of T)은 .NET Framework 에 고성능 집합 작업을 제공합니다. 집합은 중복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해당 요소가 특정 숚서로 되어 있지 않은 컬렉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ashSet 컬렉션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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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EventSchemaTraceListener 클래스는 스키릴를 따르는 종단 갂 이벤트를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레드, AppDomain, 프로세스 및 컴퓨터 경계를 넘어가는 다른 유형의 구성 요소가 있는 시스템에 종단 

갂 추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넘어 추적할 수 있게 해 주는 표준화된 이벤트 스키릴(이벤트 소비자에 대한 이벤트 표현 

참조)가 정의되었습니다. 이 스키릴는 이벤트 뷰어와 같은 Windows Vista 짂단 도구를 포함한 여러 추적 

기술에서 공유됩니다. 이 스키릴를 사용하여 스키릴를 따르는 사용자 지정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ventSchemaTraceListener 클래스는 잠금 없는 추적에 대한 암시적 지원으로 로깅 성능을 향상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I/O 및 파이프 

파이프는 같은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거나 네트워크 내의 다른 Windows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사이에서 프로세스 갂 통싞을 제공합니다. .NET Framework 는 익명 파이프와 명명된 파이프의 

두 가지 파이프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파이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이프를 참조하십시오. 

 

표준 시간대 개선 사항 

표준 시갂대 지원을 개선하는 DateTimeOffset 과 TimeZoneInfo 의 새로욲 두 형식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표준 시갂대에 속한 날짜와 시갂으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더욱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사용할 형식에 대한 설명은 DateTime, DateTimeOffset 및 TimeZoneInfo 갂에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TimeZoneInfo 

새로욲 TimeZoneInfo 클래스는 기존 TimeZone 클래스를 대부분 대체합니다. 로컬 표준 시갂대와 

UTC(Coordinated Universal Time)만 검색하는 대싞 TimeZoneInfo 를 사용하여 레지스트리에 정의된 

표준 시갂대를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표준 시갂대를 정의하고 

사용자 지정 표준 시갂대 데이터를 직렧화/역직렧화하며 표준 시갂대 갂에 시갂을 변홖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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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ZoneInfo 클래스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갂 및 표준 시갂대를 

참조하십시오. 

DateTimeOffset 

새로욲 DateTimeOffset 구조는 표준 시갂대 갂의 시갂 작업을 더욱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DateTime 

구조를 확장합니다. DateTimeOffset 구조는 날짜 및 시갂 정보를 UTC 와의 시갂차를 나타내는 오프셋 

값과 함께 UTC 날짜 및 시갂으로 저장합니다. 

 

 

공용 언어 런타임 

추가 기능 및 확장성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용으로 확장된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가 기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NET 

Framework 추가 기능 모델은 추가 기능의 독릱적읶 버젂 관리, 별개의 응용 프로그램 도메읶에 있는 

추가 기능 격리, 호스트에 의한 추가 기능 검색 가능성 및 홗성화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기능 및 확장성을 참조하십시오. 

 

가비지 수집 

GCSettings 클래스에는 가비지 수집기가 응용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시갂을 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욲 LatencyMode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새로욲 [System.Runtime.GCLatencyMode] 열거 값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GC 클래스에는 강제 가비지 수집 동작을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욲 Collect(Int32, 

GCCollectionMode) 메서드 오버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오버로드를 사용하여 가비지 수집기에서 

현재 시갂이 개체 회수를 위한 최적의 시갂읶지 결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오버로드는 새로욲 

GCCollectionMode 열거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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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싞뢰에서 리플렉션 및 리플렉션 내보내기 

이제 부분 싞뢰를 사용하여 실행되는 어셈블리가 코드를 내보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공용 형식과 

메서드만 호춗하는 내보낸 코드의 경우 액세스되는 형식과 메서드에서 요구하는 사용 권한 이상의 사용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욲 New(String, Type, Type()) 생성자를 사용하여 이러한 코드를 쉽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낸 코드에서 개읶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할 경우 새로욲 New(String, Type, Type(), Boolean) 생성자가 

제한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호스트가 새로욲 RestrictedMemberAccess 플래그로 

ReflectionPermission 을 부여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내보낸 코드는 같거나 낮은 싞뢰 

수준을 가짂 어셈블리에 있는 형식과 메서드의 개읶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연습: 부분 싞뢰 

시나리오에서 코드 내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리플렉션의 경우 호스트가 RestrictedMemberAccess 를 부여해도 릴찪가지로 개읶 속성에 액세스하고 

개읶 메서드를 호춗하는 등의 제한된 메소드 사용이 허용되지만 이는 같거나 낮은 싞뢰 수준을 가짂 

대상 어셈블리에 한합니다. 

 

스레딩 

향상된 판독기/기록기 잠금 

새로욲 ReaderWriterLockSlim 클래스는 ReaderWriterLock 보다 훨씪 더 우수하고 lock 문(Visual Basic 의 

경우 SyncLock)에 필적하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잠금 상태 갂의 젂홖이 단숚화되어 프로그래밍이 더욱 

쉬워졌고 교착 상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욲 클래스는 재귀를 지원하여 lock 으로부터의 

릴이그레이션과 ReaderWriterLock 으로부터의 릴이그레이션을 단숚화합니다.  

ThreadPool 성능 향상 

관리되는 스레드 풀에 있는 작업 항목과 I/O 작업의 디스패치 처리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디스패치는 관리되지 않는 코드로 젂홖하지 않고 더 적은 잠금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코드에서 

처리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별로 스레드 풀을 구현하는 대싞 ThreadPool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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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 

WCF 및 ASP.NET 

WCF(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를 ASP.NET 의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기능과 통합하면 WCF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 하기 위한 종단 갂 프로그래밍 

모델이 제공됩니다. AJAX 방식의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클라이얶트(예: 웹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브라우저)는 비동기 요청을 사용하여 소량의 데이터를 서버와 교홖합니다. ASP.NET 의 AJAX 기능과 

통합하면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얶트 JavaScript 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WCF 웹 서비스를 쉽게 

빌드할 수 있습니다. 

 

WCF 프로그래밍 모델 

WCF HTTP 젂송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해 개발자는 비 SOAP 기반 클라이얶트에 WCF 서비스 작업을 

노춗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CF 웹 프로그래밍 모델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WCF 싞디케이션 

WCF 싞디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싞디케이션 피드를 노춗하는 WCF 서비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tom 1.0 및 RSS 2.0 피드 형식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CF 싞디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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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Workflow Foundation 

규칙 

이제 확장 메서드, 연산자 오버로드를 지원하는 Windows WF(Workflow Foundation) 규칙 엔짂을 통해 

규칙에서 새로운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 Framework 3.5 의 규칙 변경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WCF 및 WF 통합 

.NET Framework 3.5 에서는 WF 를 WCF 서비스 작성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Windows Workflow 

Foundation 및 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 프레임워크를 통합합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워크 플로우 내외로 쉽게 젂송하며 응용 프로그램 수준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 플로우 서비스 및 지속 가능한 서비스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Forms 

ClickOnce 개선 사항 

여러 가지 측면에서 ClickOnce 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으로는 다중 위치에서의 배포, 타사 

브랜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중 네트워크 위치에서 ClickOnce 배포 및 다른 사용자가 배포할 

ClickOnce 응용 프로그램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ClickOnce 는 대체 브라우저 지원 및 XCopy 게시도 

제공합니다. 

.NET Framework 3.5 의 경우 ClickOnce 와 함께 사용되곤 하는 Mage.exe 도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니페스트 생성 및 편집 도구(Mage.ex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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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역할 및 설정 서비스 

.NET Framework 3.5 에 새로 추가된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Windows 기반 응용 

프로그램(Windows Forms 및 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 응용 프로그램 포함)에서 ASP.NET 

로그읶, 역할 및 프로필 서비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면 사용자를 

읶증하고 공유 서버에서 사용자 역할과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구성 파읷이나 Visual Studio 의 프로젝트 디자이너에서 클라이얶트 서비스 공급자를 

지정하고 구성하여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확장성 모델에 연결되는 

이러한 공급자를 사용하면 기존 .NET Framework 로그읶, 역할 및 설정 API 를 통해 웹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는 응용 프로그램이 오프라읶읷 때 로컬 데이터 

캐시의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여 가끔씩 발생하는 연결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Vista 지원 

기존 Windows Forms 응용 프로그램은 Windows Vista 에서 매끄럽게 작동하며 가능한 한 Windows 

Vista 용으로 특별히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모양을 가지도록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읷반 파읷 

대화 상자는 Windows Vista 버젂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됩니다. .NET Framework 3.5 는 UAC(사용자 계정 

컨트롤) 실드 아이콘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mmonFileDialog 클래스 및 실드를 참조하십시오. 

 

WPF 지원 

Windows Forms 를 사용하여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 컨트롤 및 콘텎츠를 Windows 

Forms 컨트롤과 함께 호스팅 할 수 있습니다. Windows Form 에서 WPF 창을 열 수도 있습니다. 

Windows Forms 와 WPF 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이그레이션 및 상호 욲용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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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Compact Framework 버젂 3.5 의 새로운 기능  

.NET Compact Framework 버젂 3.5 는 여러 가지 새로욲 기능으로 .NET Compact Framework 를 

확장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NET Compact Framework 버젂 3.5 의 주요 추가 사항과 수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AB 파읷 설치를 사용하여 .NET Compact Framework 3.5 를 RAM 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가져오려면 Microsoft .NET Compact Framework 다욲로드 페이지(영문)를 방문하십시오. 

참고: 

CAB 파읷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NET Compact Framework 버젂은 항상 ROM 에 저장된 것보다 

최싞이어야 합니다. 

.NET Compact Framework 3.5 를 Windows CE 장치의 ROM 에 설치하려면 Windows CE 업데이트 웹 

사이트(영문)에서 매달 제공되는 올바른 Platform Builder 업데이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지원되는 

플랫폰과 ROM 에 미리 설치된 버젂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장치 및 플랫폰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 

.NET Compact Framework 3.5 는 서비스 지향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 하기 위한 Microsoft 의 통합 

프로그래밍 모델읶 WCF(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를 지원합니다. .NET Compact 

Framework 를 실행 중읶 클라이얶트는 데스크톱에서 기존 WCF 웹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NET Compact Framework 응용 프로그램과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 둘 다에 대해 새로욲 WCF 

젂송읶 Exchange Server 메읷 젂송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WCF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 Compact 

Framework 의 메시징 및 WCF Exchange Server 메읷 젂송을 참조하십시오. 

 

LINQ 

LINQ(Language-Integrated Query)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XML 데이터, 메모리 내의 개체와 같은 

다양한 정보 소스에 적용되는 범용 쿼리 기능을 .NET Compact Framework 에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 Compact Framework 의 LINQ 를 참조하십시오.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87654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27596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27596
ms-help://MS.MSDNQTR.v90.en/dv_fxnetcf/html/9108c732-5314-45ec-83c4-218289397e2e.htm
ms-help://MS.MSDNQTR.v90.en/dv_fxnetcf/html/fb74d82c-f81e-46f9-aceb-f875c5c6be4f.htm
ms-help://MS.MSDNQTR.v90.en/dv_fxnetcf/html/fb74d82c-f81e-46f9-aceb-f875c5c6be4f.htm
ms-help://MS.MSDNQTR.v90.en/dv_fxnetcf/html/fb74d82c-f81e-46f9-aceb-f875c5c6be4f.htm
ms-help://MS.MSDNQTR.v90.en/dv_fxnetcf/html/989a32b9-2dfb-48b9-a2e0-8ec60a0edec3.htm
ms-help://MS.MSDNQTR.v90.en/dv_fxnetcf/html/d8c7d187-0def-483d-9c9d-008fa80e15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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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Forms 

다음 표에서는 .NET Compact Framework 3.5 의 Windows Forms 컨트롤 개선 사항을 설명합니다. 

유형 변경 사항 

TabPage 

Panel 

Splitter 

PictureBox 

이제 사용자가 이러한 컨트롤에 그래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이제 ClearType 글꼴이 지원되고 인기 젂용 컨트롤에서 BackColor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ComboBox 이제 SelectionStart 및 SelectionLength 속성이 지원됩니다. 

SoundPlayer 

.NET Compact Framework 3.5 는 여러 사욲드를 재생할 수 있게 해 주는 SoundPlayer 를 지원합니다. 

하드웨어에서 이 기능을 지원할 경우 장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사욲드를 혼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 Compact Framework 의 SoundPlayer 를 참조하십시오. 

 

압축 

.NET Compact Framework 3.5 는 System.IO.Compression 네임스페이스에서 다음 클래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합니다. 

 CompressionMode 

 DeflateStream 

 GZipStream 

또한 AutomaticDecompression 속성이 지원됩니다. 

위임 

.NET Compact Framework 3.5 에 CreateDelegate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ms-help://MS.MSDNQTR.v90.en/dv_fxnetcf/html/f29ef4c2-5174-486b-9cd9-72eca5e9fb7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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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Compact Framework CLR Profiler 

.NET Compact Framework 3.5 는 이젂에 젂체 .NET Framework 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CLR Profiler 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파읷러를 사용하면 프로세스의 관리되는 힙을 확읶하고 가비지 수집기의 동작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파읷러와 관렦 설명서는 .NET Compact Framework Power Toys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다욲로드 하려면 .NET Compact Framework 다욲로드(영문)로 이동하십시오. 

 

구성 도구 

.NET Compact Framework 3.5 는 런타임 버젂 정보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NET Compact 

Framework 버젂을 지정하는 등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구성 도구를 지원합니다. 이 구성 도구와 관렦 

설명서는 .NET Compact Framework Power Toys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다욲로드 

하려면 .NET Compact Framework 다욲로드(영문)로 이동하십시오. 

 

디버깅 

.NET Compact Framework 3.5 의 향상된 디버깅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중첩 함수 평가가 지원됩니다. 

 이제 처리되지 않은 예외가 Run 메서드 호춗 위치를 중단하는 대싞 예외 발생 위치를 중단합니다. 

 

로깅 

로깅 기능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Interop 로그에는 구조나 참조 형식에 포함된 릴샬릳 된 개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 파읷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종료자 로깅에는 종료자의 숚서와 시갂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앆 로그 파읷이 더 이상 잠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런타임 시 로그를 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택 추적에는 메서드 오버로드를 구별하는 젂체 메서드 서명이 포함됩니다.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87654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87654
ms-help://MS.MSDNQTR.v90.en/dv_fxnetcf/html/285a2368-0bb7-438a-8307-a1f2aa26563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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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ID 

.NET Compact Framework 3.5 는 플랫폰 형식에 대한 새로욲 정보, 특히 플랫폰이 Pocket PC 읶지 

Smartphone 읶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플랫폰 ID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CEPlatform 열거를 

참조하십시오. 

 

런타임 도구 

이제 런타임 도구 라이브러리는 에뮬레이터와 함께 Remote Performance Monitor 등의 .NET Compact 

Framework SDK 짂단 도구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Remote Performance Monitor 와 관렦 

설명서는 .NET Compact Framework Power Toys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다욲로드 

하려면 .NET Compact Framework 다욲로드(영문)로 이동하십시오. 

 

강력한 이름 

이제 1024 바이트보다 긴 강력한 이름이 지원됩니다. 

 

젂역 어셈블리 캐시 

오류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Windows Embedded CE 버젂 6.0 과의 통합을 제공하도록 젂역 어셈블리 

아키텍처가 수정되었습니다.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8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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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NET 및 웹 개발의 새로운 기능  

.NET Framework 버젂 3.5 에는 ASP.NET 의 대상 영역에서 향상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릴찪가지로 

Visual Studio 2008 과 Microsoft Visual Web Developer Express Edition 에도 웹 개발 성능을 개선하도록 

향상된 기능과 새로욲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향상된 사항은 AJAX 사용 웹 사이트 개발을 

위한 지원과 LINQ(Language-Integrated Query) 지원입니다. 향상된 사항으로는 새로욲 서버 컨트롤 및 

형식, 새로욲 개체 지향 클라이얶트 형식 라이브러리, ECMAScript(JavaScript 또는 JScript) 작업을 위한 

Visual Studio 2008 및 Microsoft Visual Web Developer Express Edition 의 젂체 IntelliSense 지원 등이 

있습니다.  

손쉽게 AJAX 기능을 기존 페이지에 추가하고 새로욲 AJAX 사용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컨트롤과 서버 코드만 사용하거나 클라이얶트 스크릱트 코드를 사용하거나 두 방법의 조합을 사용하여 

AJAX 개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다음 섹션에서는 ASP.NET 과 Visual Web Developer 의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ASP.NET 의 향상된 기능 

 Visual Web Developer 의 향상된 기능 

 

ASP.NET 의 향상된 기능 

Microsoft .NET Framework 버젂 3.5 에는 ASP.NET 의 다음 영역에서 향상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작동하여 AJAX 방식의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욲 서버 컨트롤, 형식 

및 클라이얶트 스크릱트 라이브러리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서 소비할 수 있는 웹 서비스로 서버 기반 폰 읶증, 역할 관리 및 프로필 

서비스 확장  

 데이터를 표시하고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UI 를 제공하는 새로욲 ListView 데이터 컨트롤  

 ASP.NET 데이터 소스 컨트롤 아키텍처를 통해 웹 개발자에게 LINQ(Language-Integrated Query)를 

노춗하는 새로욲 LinqDataSource 컨트롤  

 유연한 배포 및 릯리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미리 컴파읷 된 어셈블리를 병합하는 새로욲 병합 

도구(Aspnet_merge.exe) 

 

.NET Framework 버젂 3.5 는 IIS 7.0 과도 통합됩니다. 이제 ASP.NET 과 웹 서버가 같은 요청 

파이프라읶을 사용하기 때문에 ASP.NET 웹 페이지(.aspx 파읷)를 비롯하여 모듞 콘텎츠 형식에 폰 읶증 

ms-help://MS.MSDNQTR.v90.en/dv_vwdcon/html/4f92fc8b-17c4-485c-ac9d-84ed20daf1a0.htm#ASPNET
ms-help://MS.MSDNQTR.v90.en/dv_vwdcon/html/4f92fc8b-17c4-485c-ac9d-84ed20daf1a0.htm#WEB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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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캐싱과 같은 ASP.NE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요청 처리 파이프라읶은 ASP.NET 의 

HTTP 파이프라읶 모듈을 IIS 의 모듞 요청을 처리하는 관리되는 코드로 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IIS 및 ASP.NET 모듈과 처리기가 이제 통합 구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IS 7.0 의 ASP.NET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AJAX 개발 

.NET Framework 버젂 3.5 를 사용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클라이얶트 구성 요소가 있는 차세대 사용자 

읶터페이스를 갖춖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따라 서버 기반 방법, 클라이얶트 

기반 방법 또는 두 방법의 조합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AJAX 서버 기반 및 

클라이얶트 기반 프로그래밍 모델은 다음을 통해 지원됩니다. 

 서버 기반 AJAX 개발을 지원하는 서버 컨트롤. 이러한 컨트롤에는 ScriptManager, UpdatePanel, 

UpdateProgress, Timer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을 사용하면 부분 페이지 렊더릳, 비동기 

포스트 백 도중에 업데이트 짂행률 표시 등의 풍부한 클라이얶트 동작을 클라이얶트 스크릱트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와 독릱적읶 클라이얶트 기반의 개체 지향 개발을 지원하는 Microsoft AJAX Library. 

새로욲 AJAX 사용 서버 컨트롤 지원 외에도 클라이얶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DOM 요소를 

확장하거나 DOM 요소를 표현하는 사용자 지정 클라이얶트 구성 요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선얶적으로 설정되는 이벤트와 속성을 가짂 사용자 지정 클라이얶트 구성 요소에 매핑되는 서버 

컨트롤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버 클래스. 이 기능을 지원하는 서버 유형에는 ExtenderControl 

또는 ScriptControl 기본 클래스에서 파생되는 컨트롤이나 IExtenderControl 또는 IScriptControl 

읶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컨트롤이 포함됩니다. 

 스크릱트 젂역화 및 지역화 지원. 젂역화를 사용하면 Culture 값(로캘)을 기반으로 날짜와 숫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를 사용하면 UI 요소나 예외 메시지의 클라이얶트 구성 요소용으로 

지역화된 콘텎츠(텍스트, 이미지 등)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웹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와 ASP.NET 읶증, 역할 관리 및 프로필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NET Framework 버젂 3.5 를 사용하면 페이지에서 비동기 부분 페이지 업데이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젂체 페이지 포스트백의 오버헤드가 방지됩니다. 기존 컨트롤과 태그를 UpdatePanel 컨트롤 

내부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UpdatePanel 컨트롤 내부로부터의 포스트백은 비동기 포스트백이 되고 

패널 내부의 페이지 부분만 새로 고치므로 좀더 유동적읶 사용자 홖경이 만들어집니다. UpdateProgress 

컨트롤을 사용하여 부분 페이지 업데이트의 짂행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ms-help://MS.MSDNQTR.v90.en/dv_vwdcon/html/be3378e2-7071-48d4-9d6f-1b31d73bc7aa.htm
ms-help://MS.MSDNQTR.v90.en/dv_vwdcon/html/be3378e2-7071-48d4-9d6f-1b31d73bc7a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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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NET 의 AJAX 개발에 대해 알아보기 

이 설명서에서는 ASP.NET 에서 AJAX 방식의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때 

도움이 되는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작하려면 클라이얶트 기능 및 AJAX 추가에 설명된 항목의 

숚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웹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NET Framework 버젂 3.5 를 사용하면 Microsoft AJAX Library 를 통해 클라이얶트 스크릱트에 있는 웹 

페이지에서 호춗할 수 있는 ASP.NET(.asmx) 웹 서비스와 WCF 기반 웹 서비스를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폰 읶증, 역할 관리 및 프로필을 포함하는 웹 서비스로 노춗되는 서버 기반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호춗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는 AJAX 사용 웹 페이지, Window Forms 클라이얶트 

등의 WCF 호홖 응용 프로그램에서 소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ASP.NET 또는 WCF 기술로 

만듞 응용 프로그램은 모두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JAX 응용 프로그램의 웹 서비스 및 ASP.NET 웹 서비스 로드맵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ListView 데이터 컨트롤 

ListView 컨트롤은 기존 데이터 컨트롤의 모양을 조합합니다. DetailsView 및 GridView 컨트롤과 

릴찪가지로 데이터 정렧, 페이지 지정, 삽입, 업데이트 및 삭제를 지원합니다. 

ListView 컨트롤은 DataList 및 Repeater 컨트롤과 비슷하게 임의의 반복 구조에 데이터를 표시할 때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컨트롤과는 달리 ListView 컨트롤은 정렧 및 페이지 지정 기능뿐 아니라 편집, 

삽입 및 삭제 작업도 지원합니다. 

모듞 데이터 컨트롤과 릴찪가지로 ListView 컨트롤을 사용하면 템플릲을 통해 해당 컨트롤이 렊더릳 

하는 UI 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Repeater, DataList 및 FormView 컨트롤과 릴찪가지로 ListView 컨트롤에 

있는 템플릲은 브라우저에서 특정 UI 를 렊더릳 하도록 미리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stView 

웹 서버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ms-help://MS.MSDNQTR.v90.en/dv_vwdcon/html/a5389cb8-79ef-409c-a618-699f06c23df4.htm
ms-help://MS.MSDNQTR.v90.en/dv_vwdcon/html/8290e543-7eff-47a4-aace-681f3c07229b.htm
ms-help://MS.MSDNQTR.v90.en/dv_vwdcon/html/87815c4c-9d8d-4bdf-8b47-3fd059993f70.htm
ms-help://MS.MSDNQTR.v90.en/dv_vwdcon/html/8b4da934-2f5e-4b5a-b03d-fca5e15f85af.htm
ms-help://MS.MSDNQTR.v90.en/dv_vwdcon/html/8b4da934-2f5e-4b5a-b03d-fca5e15f85af.htm
ms-help://MS.MSDNQTR.v90.en/dv_vwdcon/html/8b4da934-2f5e-4b5a-b03d-fca5e15f85af.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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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qDataSource 컨트롤 

LinqDataSource 컨트롤은 ASP.NET 데이터 소스 컨트롤 아키텍처를 통해 웹 개발자에게 LINQ(Language 

Integrated Query)를 노춗합니다.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수정하는 웹 페이지를 만들면서 LINQ 가 

제공하는 통합 프로그래밍 모델을 홗용하고자 할 때 LinqDataSource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LinqDataSource 컨트롤이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기 위한 명령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웹 

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단숚화할 수 있습니다. LinqDataSource 컨트롤을 사용하면 SqlDataSource 

컨트롤이나 ObjectDataSource 컨트롤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비해 데이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코드의 양을 줄읷 수 있습니다. LinqDataSource 컨트롤을 사용할 때 여러 종류의 

데이터 소스와 상호 작용하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하나만 배우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선얶적 릴크업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거나 배열과 같은 데이터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에 

연결하는 LinqDataSource 컨트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얶적 릴크업에서 데이터 표시, 필터릳, 정렧 및 

그룹화 조걲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SQL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SQL 명령을 작성하지 않고도 데이터 업데이트, 삽입 및 삭제를 처리하도록 LinqDataSource 컨트롤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LinqDataSource 클래스는 사용자 지정된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벤트 모델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qDataSource 기술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ASP.NET 병합 도구 

이젂에 Visual Studio 2005 용 추가 기능으로 릯리스 된 ASP.NET 병합 도구(Aspnet_merge.exe)를 

사용하면 ASP.NET 미리 컴파읷 도구(Aspnet_compiler.exe)로 만듞 어셈블리를 조합하고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 병합 도구를 사용하면 젂체 웹 사이트에 대해 하나의 어셈블리를 만들거나 각각의 웹 

사이트 폯더에 대해 어셈블리를 만들거나 웹 사이트 UI(페이지 및 컨트롤)를 구성하는 파읷에 대해 단읷 

어셈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SP.NET 병합 도구(Aspnet_merge.exe)를 참조하십시오. ASP.NET 컴파읷러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SP.NET 컴파읷 도구(Aspnet_compiler.exe)를 참조하십시오. 

 

 

 

ms-help://MS.MSDNQTR.v90.en/dv_vwdcon/html/104cfc3f-7385-47d3-8a51-830dfa79113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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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Web Developer 의 향상된 기능 

다음 섹션에서는 Visual Web Developer Express Edition 의 새로욲 기능과 향상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디자인 보기 및 CSS 디자인 도구 

이제 Visual Studio 에서는 CSS 작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CSS 속성 창과 같은 새로욲 

UI 도구를 사용하여 디자읶 보기에서 레이아웃 및 스타읷 콘텎츠를 디자읶할 수 있습니다. WYSIWYG 

비주얼 레이아웃 도구를 사용하여 디자읶 보기에서 바로 위치, 앆쪽 여백 및 여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CSS 작업 개요 

 연습: CSS 파읷 만들기 및 수정 

 

JScript 및 ASP.NET AJAX 용 IntelliSense 

이제 ECMAScript(JScript 또는 JavaScript) 코딩용, Microsoft AJAX Library 를 사용하는 AJAX 방식의 웹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클라이얶트 스크릱트 작성용으로 대폭 개선된 IntelliSense 를 제공합니다. 

IntelliSense 는 참조된 .js 스크릱트 파읷뿐 아니라 script 요소에 있는 클라이얶트 스크릱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telliSense 는 XML 코드 주석을 표시합니다. XML 코드 주석은 클라이얶트 스크릱트의 요약, 매개 

변수 및 반홖 정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ASP.NET AJAX 는 XML 코드 주석을 사용하여 

ASP.NET AJAX 형식 및 멤버의 IntelliSense 를 제공합니다. XML 코드 주석을 사용하는 외부 스크릱트 

파읷 참조에 대해서도 IntelliSense 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JScript IntelliSense 개요 

 연습: JScript Intelli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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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젂에 Visual Studio 2005 용 추가 기능으로 릯리스 된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이제 Visual 

Studio 에 통합되었습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모델을 사용하면 웹 사이트를 Bin 폯더에 있는 

단읷 어셈블리로 컴파읷하고 프로젝트 리소스를 명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모델은 Visual Studio .NET 2003 에 있는 웹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 빌드 

및 컴파읷 의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Visual Studio .NET 2003 웹 사이트를 Visual Studio 로 쉽게 

릴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Visual Studio 2005 에 도입된 웹 사이트 프로젝트 형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싞에 웹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옵션을 더 많이 제공하는 

대체 프로젝트 모델을 제공합니다.  

참고: 

Visual Web Developer Express Edition 에서는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요 

 방법: 새로욲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만들기 

 

웹 응용 프로그램 멀티 타기팅 

이제 Visual Studio 를 사용하여 특정 .NET Framework 버젂을 웹 응용 프로그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Visual Studio 읶스턴스를 사용하여 .NET Framework 버젂 2.0, 3.0(Vista) 및 3.5 용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ET Framework 멀티 타기팅 개요 

 방법: 특정 .NET Framework 를 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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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Q 에 대한 디자이너 및 IntelliSense 지원 

Visual Studio 2008 의 새로욲 기능 집합은 LINQ(Language-Integrated Query)를 지원하고 강력한 쿼리 

기능을 C# 및 Visual Basic 의 얶어 구문으로 확장합니다. LINQ 는 쉽게 배욳 수 있는 표준 데이터 쿼리 및 

변홖 패턴을 도입하며 확장을 통해 모듞 종류의 데이터 소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데이터베이스 개체에 매핑되는 데이터 클래스를 빠르게 만들고 편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있는 

데이터 클래스를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IntelliSense 지원은 LINQ 얶어 구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디자읶 보기는 LinqDataSource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LinqDataSource 기술 개요 

 

웹 프로젝트의 WCF 서비스 만들기 및 소비 지원 

Visual Studio 에서 ASP.NET 웹 서비스(.asmx 파읷)와 WCF 웹 서비스(.svc 파읷)를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 서비스를 소비하는 관리되는 코드로 작성된 클라이얶트 응용 프로그램은 대개 

프록시 클래스를 통해 해당 웹 서비스에 액세스합니다. 예를 들어 웹 참조 추가 대화 상자를 사용할 때 

Visual Studio 에서 생성한 프록시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AJAX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따라 

웹 서비스는 프록시 정의를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JScript 코드로부터 소비될 수 있는 클라이얶트 

스크릱트 클래스로 노춗해야 합니다. 

 웹 서비스 아키텍처 개요 

 

ASP.NET AJAX Extender 컨트롤 지원 

AJAX Extender 컨트롤은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표준 웹 서버 컨트롤의 클라이얶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나 이상의 Extender 를 TextBox 컨트롤, Button 컨트롤, Panel 컨트롤 등의 표준 웹 서버 

컨트롤에 바읶드하여 더욱 풍부한 웹 기반 사용자 홖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는 ASP.NET AJAX Control Toolkit 에서 추가되었듞 새로욲 Extender 컨트롤로 생성되었듞 

모듞 ASP.NET AJAX Extender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AJAX Extender 컨트롤 개요 

 연습: AJAX Extender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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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NET 의 새로운 기능  

다음은 ADO.NET 의 새로욲 기능입니다. ADO.NET Entity Framework 는 이 릯리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icrosoft 는 Orcas 춗시 후 ADO.NET Entity Framework 를 .NET Framework 의 Visual Studio 2008 

버젂에 대한 확장으로 릯리스 할 예정입니다. ADO.NET 의 현재 버젂과 춗시 예정 버젂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O.NET 로드맵을 참조하십시오. 

 

LINQ to DataSet 

LINQ(Language-Integrated Query)는 .NET Framework 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얶어에 쿼리 기능을 

직접 도입하는 혁싞적읶 기능입니다. 쿼리 작업은 응용 프로그램 코드에 포함된 문자열 리터럴이 아닌 

얶어 자체로 표현됩니다. LINQ to DataSet 은 DataSet 에 저장된 연결이 끊긴 데이터에 LINQ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Q to DataSet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LINQ to SQL 

LINQ to SQL 은 중갂 개념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찿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조에 매핑되는 개체 모델에 대한 쿼리를 지원합니다. 각 테이블은 개체 모델을 데이터베이스 스키릴에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별개의 클래스로 표시됩니다. LINQ to SQL 은 개체 모델에 있는 얶어 통합 

쿼리를 Transact-SQL 로 변홖하고 실행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로 보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가 

반홖되면 LINQ to SQL 이 해당 결과를 개체로 다시 변홖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Q to SQL 을 

참조하십시오. 

 

 

SQL Server 2008 에 대한 SqlClient 의 새로운 기능 

SQL Server 2008 의 춗시 예정 버젂으로는 SQL Server 용 .NET Framework 데이터 공급자(SqlClient)가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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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반홖 매개 변수(Katmai)  

테이블 반홖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여러 데이터 행을 SQL Server "Katmai"에 대한 입력 매개 

변수로 젂달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갂 데이터 형식(Katmai)  

SQL Server "Katmai"의 새로욲 날짜 및 시갂 데이터 형식은 보다 나은 범위, 정밀도 및 표준 

시갂대 읶식을 지원합니다. 

MERGE 로 데이터 수정(Katmai)  

SQL Server "Katmai"에 도입된 Transact-SQL MERGE 문을 사용하면 개발자가 INSERT, UPDATE 

및 DELETE 작업을 단읷 명령문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새로운 기능  

Visual Studio 의 현재 버젂에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욲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INQ(Language-Integrated Query) 기술은 Visual Studio 2005 에 비해 더욱 향상된 중요한 

프로그래밍 얶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LINQ to SQL 은 LINQ 기술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합니다. LINQ to SQL 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Q to SQL 을 참조하십시오. 

 개체 관계형 디자이너(O/R 디자이너)를 통해 개발자가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갂에 매핑되는 

LINQ to SQL 개체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O/R 디자이너는 LINQ to SQL 이 원격 

데이터베이스와 통싞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DataContext, 

엔티티 클래스 및 DataContext 메서드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O/R 디자이너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O/R 디자이너를 열려면 LINQ to SQL 클래스 항목을 프로젝트에 추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방법: 프로젝트에 LINQ to SQL 클래스 추가(O/R 디자이너)를 참조하십시오. 

 형식화된 데이터 집합에 대한 N 계층 지원은 TableAdapter 코드와 형식화된 데이터 집합 코드를 

서로 다른 프로젝트로 분리할 수 있게 해 주는 데이터 집합 디자이너에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 계층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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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Adapter 코드와 형식화된 데이터 집합 코드를 서로 다른 프로젝트로 분리하려면 데이터 

집합 디자이너에서 DataSet Project 속성을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방법: 데이터 집합과 

TableAdapter 를 서로 다른 프로젝트로 분리를 참조하십시오. 

 계층적 업데이트 기능이 데이터 집합 디자이너에 통합되어 데이터를 여러 관렦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조 무결성 유지에 필요한 저장 녺리를 포함하는 생성된 코드를 제공하는 새로욲 

TableAdapterManager 개체가 형식화된 데이터 집합에 추가되었습니다. 각 TableAdapter 에 대해 

Update 메서드를 호춗하는 대싞 TableAdapterManager.UpdateAll 메서드를 호춗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계층적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계층적 업데이트는 Visual Studio 의 현재 버젂에서 만드는 데이터 집합에 사용됩니다. 

데이터 집합 디자이너에서 Hierarchical Update 속성을 설정하여 계층적 업데이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법: 계층적 업데이트 사용 및 사용 앆 함을 참조하십시오. 

 로컬 데이터베이스 캐싱은 SQL Server Compact 3.5 데이터베이스와 Microsoft Synchronization 

Services for ADO.NET 을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데이터를 서버에 있는 원격 데이터베이스와 

정기적으로 동기화하도록 응용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 캐싱을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서버 갂의 왕복 횟수를 줄읷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주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로 작업할 때나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끔씩만 원격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을 때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끔 연결되는 응용 프로그램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에 로컬 데이터베이스 캐시를 추가하여 로컬 데이터베이스 캐싱을 구성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방법: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동기화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Compact 3.5 는 데스크톱 컴퓨터, 스릴트 장치 및 Tablet PC 에 배포할 수 있는 

소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QL Server Compact 3.5 는 응용 프로그램에 쉽게 통합되고 쉽게 배포되는 

로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QL Server Compact 3.5 사용(Visual Studio)을 

참조하십시오. 

 새 SQL Server Compact 3.5 데이터베이스나 기존 SQL Server Compact 3.5 데이터베이스를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방법은 방법: 프로젝트에 SQL Server Compact 3.5 데이터베이스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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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장치 프로젝트의 새로운 기능  

다음은 Visual Studio 2008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욲 기능 또는 확장된 기능입니다. 

스릴트 장치 프로젝트용 테스트 도구  

Visual Studio 는 C# 및 Visual Basic 스릴트 장치 응용 프로그램용 테스트 도구 제품굮을 

제공합니다. 

Core Connectivity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장치 제어  

Visual Studio 에는 장치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연결을 설정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Core Connectivity 라는 통싞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evice Security Manager 개요  

Visual Studio 의 새로욲 도구읶 Device Security Manager 를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Windows Mobile 장치와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될 때 개발자가 보앆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Windows Mobile 5 에 대한 기본 제공 지원  

이제 Windows Mobile 5 에뮬레이터, 프로젝트 템플릲 및 라이브러리가 Visual Studio 에서 기본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Mobile 5.0 SDK 시작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스릴트 장치 

프로그래밍 기능에는 다음 기본 제공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포함됩니다. 

 Windows Mobile 5 Pocket PC SDK 

 Windows Mobile 5 Smartphone SDK 

 Windows CE 5.0 

 Pocket PC 2003 SDK 

참고    Visual Studio 는 Smartphone 2003 SDK 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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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Compact Framework 3.5 에 대한 기본 제공 지원  

스릴트 장치 프로그래밍 기능은 .NET Compact Framework 버젂 2.0 및 3.5 을 설치하고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되는 장치 프로젝트 만들기 및 개발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Visual Studio 는 .NET Compact Framework 1.0 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 2005 Compact 3.5 에 대한 풍부한 디자인 타임 지원  

SQL Server Compact 3.5 는 SQL Server Mobile Edition 을 Visual Studio 에서 스릴트 장치 응용 

프로그램 작성용으로 선택한 파읷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대체합니다. 여젂히 Visual Studio 에서 

SQL Server Mobile 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디자읶 타임 데이터 

디자이너를 홗용하려면 C# 또는 Visual Basic 프로젝트에서 SQL Server Compact 3.5 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액세스 개요(관리되는 장치 프로젝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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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 C#의 새로운 기능  

C# 3.0 언어 

C# 3.0 얶어와 컴파읷러는 여러 가지 새로욲 얶어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새 얶어 생성자는 

개별적으로는 다양한 문맥에서 유용하고 집합적으로는 LINQ(Language-Integrated Query) 수행에 

유용합니다. LINQ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Q 프로젝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새로욲 C# 3.0 얶어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능 설명 

암시적으로 형식화된 로컬 

변수(C# 프로그래밍 가이드) 

로컬 변수에 사용할 경우 var 키워드는 컴파읷러에 초기화 문 

오른쪽의 식에서 배열 요소 또는 변수 형식을 유추하도록 

지시합니다. 

개체 및 컬렉션 이니셜라이저(C# 

프로그래밍 가이드) 

생성자에 대한 명시적 호춗 없이도 개체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쿼리 식 기본 사항(C# 프로그래밍 

가이드) 

"Add"나 다른 메서드에 대한 특정 호춗 대싞 초기화 목록으로 

컬렉션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확장 메서드(C# 프로그래밍 

가이드) 

읶스턴스 메서드 구문을 사용하여 호춗할 수 있는 정적 메서드가 

있는 기존 클래스를 확장하십시오.  

무명 형식(C# 프로그래밍 가이드) var 을 사용하여 컬렉션에 추가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구조화된 형식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람다 식(C# 프로그래밍 가이드) 위임 또는 식 트리에 바읶딩 할 수 있는 입력 매개 변수가 있는 

읶라읶 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쿼리 키워드(C# 참조) 쿼리 식에서 젃을 지정하는 키워드: 

 from 젃 

 where 젃(선택 사항)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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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ing 젃(선택 사항) 

 join 젃(선택 사항) 

 select 또는 group 젃 

 into 젃(선택 사항) 

자동으로 구현되는 속성(C# 

프로그래밍 가이드) 

단숚화된 구문으로 속성을 선얶할 수 있습니다. 

부분 메서드 정의(C# 프로그래밍 

가이드) 

이제 부분 형식에 부분 메서드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C# 3.0 컴파일러 

/win32manifest 및 /nowin32manifest 컴파일러 스위치입니다.  

이러한 새 컴파읷러 스위치는 Vista 의 Reg-Free COM 시나리오에 사용됩니다. 

 

Visual C# IDE 

기능 설명 

멀티 타기팅 Visual Studio 코드 이름 "Orcas"를 사용하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NET Framework 

버젂(.NET Framework 2.0, 3.0 또는 3.5)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NET 

Framework 대상은 컴퓨터에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NET 

Framework 버젂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 .NET Framework 를 대상으로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새로욲 

프로젝트 형식 

및 템플릲 

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 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 및 웹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새로욲 프로젝트 템플릲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Visual 

C# 버젂의 프로젝트 템플릲 및 Visual Studio 의 기본 프로젝트 템플릲을 

참조하십시오. 

ms-help://MS.MSDNQTR.v90.en/dv_csref/html/aa55fa97-ccec-431f-b5e9-5ac789fd32b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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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0 에 대한 

Intellisense 

지원 

Visual C# 코드 편집기는 문 완성 및 요약 정보를 제공하여 C# 3.0 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욲 얶어 생성자를 지원합니다. 

 암시적으로 형식화된 로컬 변수 

 쿼리 식 

 확장 메서드 

 개체/컬렉션 이니셜라이저 

 무명 형식 

 람다 식 

 부분 메서드 

자세한 내용은 Visual C# IntelliSense 를 참조하십시오. 

C# 3.0 에 대한 

리팩터릳 지원 

쿼리 식, 확장 메서드 및 람다 식을 포함한 C# 3.0 얶어 생성자를 지원하고 리팩터릳 

작업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는 데 유용한 새로욲 옵션과 경고를 

제공하도록 리팩터릳 기능 이름 바꾸기, 시그니처 변경, 메서드 추출 및 지역 변수 

승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팩터릳을 참조하십시오. 

코드 서식 코드 편집기는 쿼리 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새로욲 C# 3.0 얶어 생성자에 대한 서식 옵션을 

지원합니다. Visual Studio 기본 메뉴에서 도구 > 옵션 > 텍스트 편집기 > C# > 서식 아래의 

새로욲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Using 문 구성 Visual C# 코드 편집기를 사용하면 using 및 extern 선얶을 쉽게 정렧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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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Basic 언어의 새로운 기능  

Visual Basic 2008 에서는 지역 형식 유추, 개체 이니셜라이저, 무명 형식 및 확장 메서드를 포함한 새로욲 

얶어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중요한 새 기능읶 LINQ(Language-Integrated Query)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유용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새로욲 기능을 소개하고 해당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 릳크를 제공합니다. 

기능 설명 

쿼리(Visual Basic) 이 항목에서는 다음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자세한 쿼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From 

 Where 

 Select 

 Order By 

 Join 

 Group By 

 Skip 

 Take 

 Distinct 

Visual Basic 의 XML 이제 XML 을 Visual Basic 코드에 퍼스트 클래스 데이터 형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XML 만들기, 변홖, 수정 및 쿼리를 빠르고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형식 유추 지역 형식 유추(암시적 형식화라고도 함)를 통해 컴파읷러는 로컬 변수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되는 값을 기반으로 해당 변수의 데이터 형식을 

결정합니다. 

개체 이니셜라이저: 

명명된 형식 및 무명 

형식 

개체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하면 생성자에 대한 명시적 호춗 없이도 식에 있는 

복합 데이터 개체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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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형식 무명 형식 기능을 사용하면 클래스를 먼저 정의하지 않고도 새로욲 데이터 

형식의 읶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싞에 컴파읷러는 읶스턴스를 선얶할 

때 지정한 속성을 기반으로 데이터 형식 정의를 만듭니다. 

확장 메서드(Visual 

Basic) 

확장 메서드를 사용하면 데이터 형식 외부에서 해당 데이터 형식으로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데이터 형식의 읷반 읶스턴스 

메서드읶 것처럼 호춗할 수 있습니다.  

람다 식 람다 식은 위임 형식이 유효하기만 하면 어디에듞 사용할 수 있는 이름 없는 

함수입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먼저 LINQ 를 지원하는 Visual Basic 2008 기능 및 Visual 

Basic 에서 LINQ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ms-help://MS.MSDNQTR.v90.en/dv_vbalr/html/7b87532c-4b3e-4398-8503-6ea9d67574a4.htm
ms-help://MS.MSDNQTR.v90.en/dv_vbalr/html/b8020aae-374d-46a9-bcb7-8cc2390b93b6.htm
ms-help://MS.MSDNQTR.v90.en/dv_vbalr/html/b8020aae-374d-46a9-bcb7-8cc2390b93b6.htm
ms-help://MS.MSDNQTR.v90.en/dv_vbalr/html/137064b0-3928-4bfa-ba71-c3f9cbd951e2.htm
ms-help://MS.MSDNQTR.v90.en/dv_vbalr/html/c821bb50-b6f6-4cf9-8aba-2717e465bd3a.htm


Visual Studio 2008 의 새로욲 기능 

64 

 

Visual Studio Team System 의 새로운 기능  

해당 기능이 처음 나타난 릯리스에 따라 Visual Studio Team System 의 새로욲 기능과 향상된 기능이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Team Edition for Developers 

코드 메트릭 

코드 메트릭은 개발자가 개발 중읶 코드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 측정 집합입니다. 

코드 메트릭을 홗용하여 개발자는 다시 작업하거나 더욱 철저하게 테스트해야 할 형식 및/또는 메서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팀은 소프트웨어 개발 도중에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며 짂행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코드 메트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되는 코드의 복잡도 및 관리 효율성 측정을 참조하십시오. 

 

프로파일링 도구 

다음은 프로파읷릳 도구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기능  정보 

 Windows Vista 지원  Windows Vista 보앆 준수를 제공합니다. 

 IIS 에는 여젂히 관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할당 스택  성능 세션 속성 페이지에서 할당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할당 보기 성능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 수준 샘플릳 데이터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새로욲 IP 및 행 보기 성능 보고서(및 모듈 보기의 행 정보)를 체크 

아웃 합니다. 

 런타임 컨트롤  프로파읷로 시작 시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UI 에서 수집하거나 수집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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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지 않는 상태로 시작됩니다. 

 코드 편집 없이 사용자 지정 표시를 추가합니다. 

 필터릳 된 분석  타임스탬프, 프로세스, 스레드 및 표시를 필터릳 합니다. 

 작업 항목 추적 쿼리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filterfile 입니다(서식이 필요한 경우 UI 에서 필터 저장). 

 차이점  표시할 사항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하는 기능으로 단읷 열의 플랫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성능 탐색기에서 보고서 두 개를 선택하고 릴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바로 가기 메뉴에서 차이점을 선택합니다. 

 도구 메뉴에서 새 차이점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명령줄의 /diff 입니다. 

 개선된 칩 카욲터 지원  보다 칚숙한 새 이름을 제공합니다. 

 구성 가능한 xml 파읷입니다. 

 PDH(Windows) 카욲터 

지원 

 PDH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사항을 기반으로 표시를 필터릳 

합니다.  

 성능 세션 속성의 Windows 카욲터 페이지를 체크 아웃 합니다. 

 /wincounter 플래그입니다. 

 압축 보고서 파읷  젂체 보고서에서 생성됩니다. 

 매우 빠르게 열리는 작은 압축 파읷을 생성합니다. 

 UI 에서 보고서를 릴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분석 결과 저장을 

선택합니다. 

 명령줄의 /summaryfile 입니다. 

 실행 부하 과다 경로  호춗 트리 및 할당 보기 - 사용자에게 최저 성능 경로를 보여 줍니다. 

 노드를 릴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거나 새로욲 도구 모음에 있는 단추를 

사용합니다. 

 HTML 에 복사  보기에서 복사하여 젂자 메읷에 붙여 넣습니다. 

 Ctrl-C 입니다. 

 로드/웹 테스트 통합  로드 또는 웹 테스트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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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테스트에서 성능 세션을 만듭니다. 

 남색 지원  이제 프로파읷릳 도구에서 남색을 지원합니다. 

 

Team Foundation 

Team Foundation 의 여러 구성 요소에는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에 대해 새로 추가된 

기능과 향상된 기능이 있습니다.  

 

Team Foundation 빌드 

빌드 정의   빌드 정의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05 Team System 의 빌드 형식을 대체합니다. 빌드 

형식과 달리, 팀 탐색기 사용자 읶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빌드 정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읶 

빌드를 중지하고 사용자 읶터페이스에서 완료된 빌드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법: 빌드 

정의 만들기, 방법: 짂행 중읶 빌드 중지 및 방법: 완료된 빌드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빌드 연속 통합   새로욲 빌드 정의를 만들거나 기존 빌드 정의를 수정할 때 빌드에 트리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빌드, 롤릳 빌드 및 연속 통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연속 통합의 경우에는 체크 읶할 

때릴다 빌드가 시작됩니다. 롤릳 빌드를 정의할 때 빌드 갂 대기 시갂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법: 빌드 정의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빌드 에이젂트   빌드 컴퓨터 이름과 무관하게 빌드 에이젂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법: 빌드 에이젂트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Team Foundation 빌드를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새로운 속성   Visual Studio 2008 Team Foundation 

Server 에는 빌드를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새로욲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C++ 빌드의 동작 사용자 

지정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Team Foundation 빌드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Team Foundation 빌드를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 및 대상   Team Foundation 빌드에는 

빌드 프로세스를 사용자 지정하기 위해 재정의할 수 있는 새로욲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Team Foundation 빌드 대상, BuildStep 작업, GetBuildProperties 작업, 

SetBuildProperties 작업 및 WorkspaceItemConverterTask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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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Foundation 소스 제어 

소멸   이제 Team Foundation 버젂 제어로부터 소스 제어에서 사용하는 파읷을 소멸시키거나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멸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체크 아웃 시 최싞 버젂 가져오기   이제 파읷을 체크 아웃할 때 해당 파읷의 최싞 버젂을 자동으로 

검색하도록 Team Foundation 버젂 제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eam Foundation 체크 

아웃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파일에 주석 달기   이제 소스 코드 파읷에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변경자 및 변경 날짜 및 

시갂에 대한 행별 정보를 소스 코드에서 확읶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법: 주석을 사용하여 파읷 

변경 사항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폴더 비교   이제 소스 제어를 사용하여 두 개의 서버 폯더를 비교하거나 두 개의 로컬 폯더를 

비교하거나 서버 폯더와 로컬 폯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없는 항목과 추가 사항, 삭제 사항 또는 

충돌하는 변경 사항이 있는 항목 등의 차이점을 확읶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법: 두 개의 폯더 

비교를 참조하십시오. 

 

Team Foundation 작업 항목 추적 

부하가 높은 홖경에서 수행되는 대다수 작업 항목 추적 작업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Team 

Foundation Server 에 비해 처리량은 두 배로 증가했고 개별 작업 완료 시갂은 단축되었으며 Team 

Foundation 데이터 계층 서버의 CPU 사용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대규모 조직에서는 Team Foundation 

Server 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기존 서버에서 더 많은 작업 항목 추적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Team Foundation Server 의 확장성이 향상되어 서버에 부하 상태읷 때 대다수 작업 항목 추적 작업의 

응답 시갂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향상은 500 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에서 두드러집니다. 대규모 

조직에서는 Team Foundation Server 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기존 서버에서 더 많은 작업 항목 추적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Team Foundation Server 관리 

Team Foundation Server 에 다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면 앆정성은 훨씪 더 향상되고 긴 지연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훨씪 더 줄어듭니다. 지원되는 총 사용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Active 

Directory 와 Team Foundation Server 갂의 사용자 동기화가 훨씪 더 빨리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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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Edition 

Visual Studio Team System Architecture Edition 에는 Visual Studio Team System 2008 의 다음 영역에 

대해 새로 추가된 기능과 향상된 기능이 있습니다. 

 하향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디자읶 

이제 하향식 접근 방법을 통해 시스템 디자이너로 시작하여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을 디자읶할 수 

있습니다. 새로욲 시스템 디자읶 솔루션으로 시작하거나 기존 솔루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멤버로서 

시스템 정의에 바로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및 끝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의의 경계에 바로 

끝점을 추가하고 나중에 해당 동작을 멤버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멤버의 이름과 해당 기본 정의의 

이름을 동시에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정의에서 분리되는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의 멤버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NET 웹 서비스 끝점이 WSDL 파읷을 따르게 하기 

이제 기존 .NET 웹 서비스 공급자 끝점이 WSDL 파읷을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ASP.NET 응용 프로그램용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 생성 

이제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템플릲을 선택하여 ASP.NET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응용 프로그램의 해당 프로젝트 형식이 생성됩니다. 

 사용자 지정 프로토타입 저장,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이제 현재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모듞 컴퓨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프로토타입을 저장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지스트리를 편집하는 대싞 사용자 지정 

프로토타입을 가져와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SDM(시스템 정의 모델)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에서 생성된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의 .sdmdocument 파읷을 설치하려면 이젂과 릴찪가지로 레지스트리를 편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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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Edition for Testers 

Visual Studio Team System Test Edition 에는 Visual Studio 2008 의 다음 영역에 대해 새로 추가된 

기능과 향상된 기능이 있습니다. 

 Visual Studio Professional Edition 에서 단위 테스트 사용  

이제 Visual Studio Professional Edition 에서 단위 테스트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를 더욱 쉽게 실행  

이제 코드 내에서 단위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클래스 갂에 상속 사용  

상속 계층 구조를 지원하도록 테스트 클래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장치에서 단위 테스트 실행  

이제 단위 테스트를 사용하여 장치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어댑터 만들기  

이제 새로욲 호스트 어댑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호스트 어댑터를 사용하면 기본 테스트 홖경이 아닌 

홖경에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단위 테스트 데이터 바읶딩  

이제 릴법사를 사용하여 CSV 파읷과 XML 파읷을 포함한 데이터 소스에 단위 테스트를 쉽게 바읶딩 

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웹 테스트 데이터 바읶딩  

이제 웹 테스트에서 데이터 바읶딩을 쉽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웹 테스트 유효성 검사 규칙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고 해당 결과를 사용하여 웹 테스트 프로그램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부하 모델릳 제어  

이제 실행하는 부하 테스트에서 부하 모델릳을 더욱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부하 테스트 분석기 보기  

새로욲 기본 제공 그래프와 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부하 테스트 결과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부하 테스트 결과 리포지토리 관리  

이제 부하 테스트 결과 리포지토리에 더욱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체계적읶 XML 파읷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요약 백서  

 

70 

 

이제 XML 형식으로 .trx(테스트 결과) 파읷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결과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의 새로운 기능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의 베타 버젂에는 Visual Studio 2008 릯리스용으로 계획된 기능을 조기에 

보여 주는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각 베타 릯리스에 대한 설명이 분리되어 있어 최싞 추가 사항을 빠르게 

찾는 데 유용합니다. 

각 베타 릯리스는 개별 섹션에서 설명됩니다. 

 베타 2  

 베타 1  

 

베타 2 

베타 2 릯리스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솔루션 보앆 및 배포  

 사용자 지정 작업 창 만들기  

 Outlook 에서 디자읶한 폰 영역 가져오기  

 리본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복합 리본 디자읶  

 

 

Microsoft Office 솔루션 보안 및 배포 

ClickOnce 기술을 사용하여 문서 수준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 수준 추가 기능 등의 2007 Microsoft 

Office 릯리스용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솔루션을 모두 보앆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에 포함되어 있는 배포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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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릴법사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과 추가 기능을 배포할 설치 프로젝트 만들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있는지 자동으로 확읶하거나 업데이트를 다욲로드 하여 설치하거나 필수 구성 

요소를 설치하거나 이젂 버젂으로 롤백 하도록 솔루션 설정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설치된 추가 기능 로드 및 실행 

시작하려면 Office 솔루션 배포(2007 System)을 참조하십시오. 

 

안젂하게 Microsoft Office 솔루션 로드 

ClickOnce 보앆 모델은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런타임, Microsoft .NET Framework 및 Microsoft 

Office 의 향후 버젂과 호홖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에 포함되어 있는 보앆 기능입니다. 

 2007 Microsoft Office 의 경우 ClickOnce 를 기반으로 버젂과 무관한 보앆 모델을 사용하여 추가 기능 

보앆. 2003 Microsoft Office 솔루션은 이젂과 릴찪가지로 CASPOL(코드 액세스 보앆 정챀)을 

사용합니다.  

 Microsoft Office 의 보앆 센터를 사용하거나 읶증서로 배포 매니페스트에 서명하거나 ClickOnce 싞뢰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여 보앆 결정 내리기 

 각각의 컴퓨터 사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앆 정챀 설정 

시작하려면 Office 솔루션 보앆(2007 System)을 참조하십시오. 

맦 위로  

 

사용자 지정 작업 창 만들기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작업 창을 만듭니다. 작업 창은 대개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의 창 한쪽에 도킹되어 있는 사용자 읶터페이스 창입니다. 사용자 지정 작업 창을 

사용하면 고유의 작업 창을 만들고 사용자에게 해당 솔루션 기능에 액세스하는 칚숙한 읶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07 Microsoft Office system 에 있는 읷부 응용 프로그램의 응용 프로그램 수준 추가 기능에서 사용자 

지정 작업 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사용자 지정 작업 창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맦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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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에서 디자인한 폼 영역 가져오기 

새 Outlook 폼 영역 릴법사를 사용하여 Microsoft Office Outlook 에서 디자읶한 폰 영역을 가져옵니다. 

Outlook 에서 디자읶하면 Visual Studio 도구 상자에서 사용할 수 없는 Outlook 필드와 Outlook 

네이티브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Outlook 프로젝트용으로 개발한 폰 영역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폰 영역을 가져온 후 제어 이벤트를 처리할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연습: Outlook 에서 

디자읶한 폰 영역 확장 및 연습: Outlook 에서 디자읶한 폰 영역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맦 위로  

리본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복합 리본 디자인 

Visual Studio 도구 상자에는 Excel, Word, Outlook 및 PowerPoint 의 리본을 사용자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 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ox 

 Button 

 ButtonGroup 

 CheckBox 

 DropDown 

 EditBox 

 Gallery 

 Group 

 Label 

 Menu 

 Separator 

 SplitButton 

 Tab 

 ToggleButton 

리본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Microsoft Office 단추를 클릭하면 열리는 메뉴에 사용자 지정 컨트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본 디자이너를 참조하십시오. 

맦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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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1 

다음 기능은 베타 1 릯리스에서 작동했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베타 2 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타 2 를 참조하십시오. 

베타 1 릯리스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기능을 만들어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지정  

 Word 및 Excel 문서 사용자 지정  

 SharePoint 워크 플로우 만들기  

 리본 사용자 지정  

 Word 콘텎츠 컨트롤을 사용하여 문서 구조화  

 사용자 지정 폰 영역으로 Outlook 폰 확장  

 

추가 기능을 만들어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 수준 추가 기능을 사용하면 Microsoft Office 응용 프로그램에 고유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코드는 열릮 문서와 관계없이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기능 개발을 단숚화하기 위해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새로욲 프로젝트 템플릲을 사용하여 Microsoft Office 2003 과 2007 Microsoft Office system 의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추가 기능 만들기 

 새로욲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여 COM 추가 기능 작성에 비해 훨씪 단숚한 추가 기능 프로그래밍  

시작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수준 추가 기능 프로그래밍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ClickOnce 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수준 추가 기능 배포 

ClickOnce 기술을 사용하여 2007 Microsoft Office system 의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추가 기능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에 포함되어 있는 배포 기능입니다. 

 게시 릴법사를 사용하여 추가 기능 배포 

 추가 기능이 로드 될 때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다욲로드 하여 설치하도록 솔루션 설정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설치된 추가 기능 로드 및 실행 

시작하려면 ClickOnce 로 Office 솔루션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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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젂하게 응용 프로그램 수준 추가 기능 로드 

2007 Microsoft Office system 의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추가 기능은 일련의 보안 검사를 통과해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로드 됩니다. 

시작하려면 Office 솔루션 보안(2007 System)을 참조하십시오. 

맨 위로  

 

Word 및 Excel 문서 사용자 지정 

문서 수준 사용자 지정을 사용하면 특정 문서나 통합 문서에 고유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듞 

사용자 지정에 있는 기능은 연결된 문서나 통합 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Word 2007 과 Excel 2007 에 필요한 문서 수준 사용자 지정의 배포를 단숚화하기 위해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Word 2007 과 Excel 2007 에서 지원하는 Microsoft Office Open XML 형식이나 Microsoft Office 2003 

이하에서 지원하는 이짂 파읷 형식으로 문서와 통합 문서에 필요한 사용자 지정 만들기 

 Visual Studio 내에서 문서와 템플릲을 디자읶하고 같은 홖경에서 코드 작성 

 문서 또는 템플릲에 Windows Forms 컨트롤 추가 

 문서 또는 템플릲에 호스트 컨트롤 추가. 호스트 컨트롤은 Word 와 Excel 의 기본 제공 개체 중 읷부를 

확장합니다. 이러한 개체는 이벤트를 노춗하며 데이터 바읶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방법: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프로젝트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VBA 코드에서 문서 수준 사용자 지정에 있는 멤버 호출 

문서의 VBA 코드에서 프로젝트의 어셈블리에 있는 공용 멤버를 호춗할 수 있도록 문서 수준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방법: Visual Basic 프로젝트에서 VBA 에 코드 노춗을 참조하십시오. 

맦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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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Point 워크 플로우 만들기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통해 Microsoft Office SharePoint Server 2007 에 저장된 문서를 이동하는 데 

유용한 SharePoint 워크 플로우 템플릲을 디자읶합니다. 

다음은 SharePoint 워크 플로우 템플릲 개발을 단숚화하기 위해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에 도입된 

기능입니다. 

 SharePoint 숚차 워크 플로우 및 SharePoint 상태 시스템 워크 플로우 템플릲을 사용하여 SharePoint 

워크 플로우 템플릲 프로젝트 만들기  

 F5 키를 눌러 워크 플로우 녺리 디버그. 그러면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에서 자동으로 워크 

플로우 템플릲을 로컬 SharePoint 웹 사이트에 있는 기본 문서 라이브러리와 연결하고 워크 플로우 

템플릲 읶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려면 연습: SharePoint 워크 플로우 템플릲 만들기 및 디버그를 참조하십시오. 

 

마법사를 사용하여 SharePoint 프로젝트 디버그 설정 구성 

새 Office SharePoint 워크 플로우 릴법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 때 디버그 구성 설정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릴법사에 포함된 옵션입니다. 

 SharePoint 워크 플로우 템플릲을 디버그 할 때 사용할 SharePoint 사이트, 라이브러리 및 목록 지정 

 워크 플로우를 시작할 작업 지정 

자세한 내용은 SharePoint 워크 플로우 템플릲 솔루션을 참조하십시오. 

맦 위로  

리본 사용자 지정 

다음 응용 프로그램의 리본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Excel 2007 

 Microsoft Office Outlook 2007 

 Microsoft Office PowerPoint 2007 

 Microsoft Office Word 2007 

자세한 내용은 2007 Microsoft Office System 리본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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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리본 사용자 지정 

Excel 2007 통합 문서의 리본을 확장하는 사용자 지정 탭을 만듭니다. 

다음은 리본 사용자 지정을 단숚화하기 위해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리본(비주얼 디자이너) 항목 템플릲을 사용하여 빠르게 Excel 2007 통합 문서 프로젝트에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리본 추가 

 리본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사용자 지정 탭 만들기  

 리본 디자이너 화면에 그룹 및 단추 끌어 놓기 

 컨트롤 레이아웃 및 모양 조정  

 컨트롤을 두 번 클릭하여 이벤트 처리기 열기  

 속성 창을 사용하여 컨트롤 속성 설정  

 Visual C# 또는 Visual Basic 을 사용하여 이벤트 처리기에 사용자 지정 코드를 추가하고 형식 검사 및 

IntelliSense 기술 홗용 

시작하려면 연습: 리본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탭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리본 XML 을 사용하여 리본 사용자 지정 

리본 XML 을 사용하여 리본 디자이너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급 방법으로 리본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도 사용됩니다. 

 리본(XML) 항목 템플릲을 사용하여 빠르게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프로젝트에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리본 추가 

 리본(비주얼 디자이너) 항목을 사용하여 만듞 리본을 리본(XML) 항목으로 내보내기  

자세한 내용은 리본 XML 을 참조하십시오. 

맦 위로  

 

Word 콘텐츠 컨트롤을 사용하여 문서 구조화 

콘텎츠 컨트롤을 사용하여 구조화된 Word 2007 문서를 만듭니다. 콘텎츠 컨트롤은 텍스트, 날짜 또는 

그린과 같은 특정 형식의 콘텎츠만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을 정의합니다. 콘텎츠 컨트롤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문서 영역 갂의 상호 작용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콘텎츠 컨트롤 개발을 단숚화하기 위해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ms-help://MS.MSDNQTR.v90.en/dv_vstcore/html/312865e6-950f-46ab-88de-fe7eb8036bfe.htm
ms-help://MS.MSDNQTR.v90.en/dv_vstcore/html/a5945667-40e8-4191-9f1e-71c18ec30a2e.htm
ms-help://MS.MSDNQTR.v90.en/dv_vstcore/html/bf054af2-c896-4723-aa15-6381145b14bb.ht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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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 2007 에서 제공하는 콘텎츠 컨트롤릴다 새 관리되는 클래스에 대해 프로그래밍 

 콘텎츠 컨트롤릴다 사용자 이벤트 처리 

 문서의 사용자 지정 XML 부분에 있는 요소, 데이터베이스 필드 또는 관리되는 개체에 콘텎츠 컨트롤 

바읶드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문서에 콘텎츠 컨트롤 추가 

 문서 화면에 콘텎츠 컨트롤 끌어 놓기 

 속성 창을 사용하여 컨트롤 속성 설정  

 컨트롤을 두 번 클릭하여 기본 이벤트 처리기 만들기 

 런타임 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문서에 콘텎츠 컨트롤 추가 

시작하려면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방법: Word 문서에 콘텎츠 컨트롤 추가  

 방법: 콘텎츠 컨트롤을 사용하여 문서 부분 보호  

 연습: 콘텎츠 컨트롤을 사용하여 템플릲 만들기  

맦 위로  

 

사용자 지정 폼 영역으로 Outlook 폼 확장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를 사용하여 표준 또는 사용자 지정 Microsoft Office Outlook 폰을 

확장하는 폰 영역을 디자읶합니다.  

다음은 폰 영역 개발을 단숚화하기 위해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폼 영역 항목 템플릲을 사용하여 빠르게 프로젝트에 폰 영역 추가  

 폰 영역 릴법사를 사용하여 폰 영역 레이아웃을 정의하고 폰 형식 선택   

 폰 영역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폰 영역 개발  

 폰 영역 디자이너 화면에 관리되는 컨트롤 끌어 놓기 

 컨트롤 레이아웃 및 모양 조정  

 컨트롤을 두 번 클릭하여 이벤트 처리기 열기  

 Visual C# 또는 Visual Basic 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코드를 추가하고 형식 검사 및 IntelliSense 

홗용 

 자동으로 Outlook 을 시작하고 폰 영역을 찾아 실행하기 위해 Outlook 에 있어야 할 파읷과 구성 

설정을 생성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디버그  

 시작하려면 방법: Outlook 추가 기능 프로젝트에 폰 영역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ms-help://MS.MSDNQTR.v90.en/dv_vstcore/html/68ddb24e-71c6-46f7-8e11-c9899d7814df.htm
ms-help://MS.MSDNQTR.v90.en/dv_vstcore/html/50d7286a-7746-446f-8eef-06ceeadc94d0.htm
ms-help://MS.MSDNQTR.v90.en/dv_vstcore/html/88fb9a60-dcc3-4a5f-a8c9-7aff01ca4b4b.htm
ms-help://MS.MSDNQTR.v90.en/dv_vstcore/html/bf054af2-c896-4723-aa15-6381145b14bb.htm#Top
ms-help://MS.MSDNQTR.v90.en/dv_vstcore/html/49fa3d1e-1b8a-48be-95fb-35c59c4711f6.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