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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백서에서는 Microsoft® Office 2010 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하드웨어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Office 2010 에 구현된 주요 성능 향상 부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성능 향상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 Microsoft 

내부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Office 2007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 비해 90% 이상의 

성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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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성능 한계를 늘려야 할 필요성 

현재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Microsoft Office 생산성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ffice 사용 통계의 몇 가지 예입니다. 

 2010 년 6 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7 억 5 천만 명 이상이 Microsoft Office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 년 7 월부터 2009 년 6 월까지 Office 2007 평가판이 2,300 만 회 이상 

다운로드되었습니다.   

 Office 2007 Home 및 Student Edition 은 지난 2 년간 미국 소매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PC 소프트웨어였습니다. 1   

 Office 2010 베타 프로그램은 출시 전에 고객 다운로드 횟수가 900 만 건이 

넘는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Microsoft 베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Office 를 배포하고 사용하는 조직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불경기의 여파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데스크톱 컴퓨터 교체 주기를 좀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최신 버전의 Office 를 채택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버전의 Office 가 출시될 

때마다 이전 버전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은 하드웨어 사양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IT 부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하드웨어에서 Office 를 실행하는 광범위한 

사용자 층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급 

데스크톱 PC, 고급 워크스테이션, 랩톱 사용자는 물론 넷북 컴퓨터 

사용자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과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점점 더 크고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스프레드시트를 다시 계산할 

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작업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Microsoft Office 2010 엔지니어링 블로그 

(http://blogs.technet.com/b/office2010/archive/2009/10/07/new-ways-to-try-and-buy-

microsoft-office-2010.aspx(영문일 수 있음))를 참조하십시오.   

http://blogs.technet.com/b/office2010/archive/2009/10/07/new-ways-to-try-and-buy-microsoft-office-2010.aspx
http://blogs.technet.com/b/office2010/archive/2009/10/07/new-ways-to-try-and-buy-microsoft-office-201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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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만드는 Microsof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역시 

나날이 크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발표자와 청중 모두 프레젠테이션 중에 

발생하는 지연과 중단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복잡한 그래픽과 차트가 포함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렌더링할 때 이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발표자들은 청중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큰 비디오 파일을 

포함하고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지식 근로자가 완전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Microsoft OneNote®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 

정리 및 공유하는 작업자들은 늘어나는 정보량을 처리하기 위해 

OneNote 에서 더 높은 유연성과 응답성을 필요로 합니다. 

 현대의 경쟁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은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Microsoft Outlook®을 주요 

생산성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직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Outlook 에서 더 높은 응답성을 필요로 합니다.   

 회사의 메시징 및 공동 작업 인프라를 위한 백 엔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작업하는 사용자는 회사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하는 사이트에서 문서를 열거나 저장할 때 긴 지연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비롯하여 Office 를 배포하고 사용하는 조직들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Microsoft 는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폭 투자하여 Office 

2010 에서 성능 및 하드웨어 지원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Office 

2010 에서 지원하는 광범위한 하드웨어에 대해 설명하고 이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성능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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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광범위해진 하드웨어 지원 

Office 2010 의 기본 디자인 신조 중 하나는 광범위한 하드웨어에서 고품질 최종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범위에는 기존 32 비트 

PC 부터 널리 사용되는 소형 넷북과 최신 고급 64 비트 멀티코어 시스템까지 

포함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ffice 엔지니어링 팀은 다음을 비롯한 

무수한 내부 아키텍처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더욱 견실한 스레드 풀 관리 덕분에 이제 멀티코어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전 버전의 Office 보다 CPU 

사용량이 "정체"되거나 최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낮으며,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작업이 수행 중일 때 Office 의 포그라운드 작업(예: 

사용자의 응답을 요구하는 대화 상자)이 멈춘 것처럼 나타날 가능성도 

낮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Microsoft Excel® 계산 엔진 덕분에 이제 매우 크고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도 이전 버전의 Office 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다시 계산 기능은 Office 팀이 Office 

2010 에서 특별히 개선하려고 노력한 고객 요구 사항이었으며, 본 문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부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시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90%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새로 디자인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기능은 이제 DirectX® 기능과 

그래픽 프로세서의 성능을 활용하여 3 차원 애니메이션 및 전환, 포함된 

미디어 그리고 기타 흥미로운 슬라이드 쇼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 섹션의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최적화 및 변화로 인해 이제 Office 응용 프로그램, 특히 Outlook 

2010 을 보다 빠르게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뒷부분에 

있는 섹션에서는 이러한 Outlook 의 성능 개선 사항과 함께 Office 

2010 에서 해결된 고객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최적화 노력 덕분에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성능과 

사용자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을 이전 

버전의 Microsoft Windows®에서 실행할 때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및 장치에 대한 Office 2010 

지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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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C 지원 
고객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매번 새로운 버전의 Office 가 출시될 때마다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이 거의 두 배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1 은 세 가지 이전 제품 버전의 최소 CPU 및 RAM 요구 사항을 보여 

줍니다. 

 Windows 2000 Professional 에서 실행되는 Office XP 

 Windows XP Professional 에서 실행되는 Office 2003 

 Windows XP Professional 이상에서 실행되는 Office 2007  

 

그림 1: 이전 버전의 Office 에 대한 최소 CPU 및 RAM 요구 사항   

이와 같이 시스템 요구 사항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고객들은 때로는 기존 PC 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아예 새로운 PC 를 구입(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경우)하는 데 상당한 IT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서는 최신 버전의 Office 를 작업 

환경에 배포할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몇 년마다 PC 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예산 또는 IT 직원 리소스가 없는 기업의 경우,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시스템 요구 사항은 최신 버전의 Office 를 배포하는 데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Office XP Office 2003 Offi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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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Office 2010 은 최소 CPU 및 RAM 요구 

사항이 이전 버전인 Office 2007 과 동일하도록 엔지니어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그림 2 참조).2  

 

그림 2: Office 2007 의 요구 사항과 동일한 Office 2010 의 최소 CPU 및 RAM 요구 

사항. 

이러한 엔지니어링 노력 덕분에 현재 Office 2007 을 사용 중이라면 2010 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새로운 하드웨어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Office 

2007 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고객은 사용자를 위해 새 PC 를 구입하지 않고도 Office 

2010 의 여러 가지 새로운 생산성 향상 기능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ffice 2010 은 Word 에서 20 페이지짜리 문서를 편집하거나 Excel 에서 

차트를 만들고 서식을 지정하는 등의 기본적인 작업을 기존 PC 에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좀 더 빠른 CPU 와 높은 RAM 을 

갖춘 최신 PC 를 사용할 경우 당연히 더 나은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전체 시스템 요구 사항은 http://office.microsoft.com/ko-kr/HA101810407.aspx       

를참조하십시오. 

Office XP Office 2003 Office 2007 Office 2010

최소 RAM (MB) 64 128 256 256

최소 CPU (MHz) 133 233 500 500

0

100

200

300

400

500

600

http://office.microsoft.com/ko-kr/HA101810407.aspx


9 

 

더욱 작아진 랩톱 및 넷북 지원  
지난 몇 년간 저비용 소형 폼 팩터의 미니 노트북 및 "넷북"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2009 년에 3,630 만 대의 넷북이 판매3되었고 소형 폼 팩터의 

판매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최종 사용자들이 

단순히 미디어를 사용하고 웹을 탐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식 장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들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Microsoft Office 와 같은 풍부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의 

컴퓨터를 원합니다.   

Office 2010 은 이러한 저비용 소형 폼 팩터 PC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특별히 엔지니어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넷북에는 적어도 1GHz 

프로세서와 1GB RAM 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는 위에 명시된 

최소 CPU 및 RAM 요구 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며, 내부 테스트 결과 대부분의 

Office 2010 작업은 Office 2010 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하드웨어요구 사항을 겨우 

충족시키는 기존 PC 보다 일반 미니 노트북 컴퓨터에서 60~80% 더 빠르게 

실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 소형 폼 팩터 PC 에서 Word 나 Excel 같은 풍부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작은 화면 크기, 특히 세로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넷북은 해상도가 1024 x 600 이지만 Office 2007 의 최소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024 x 768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에서 Office 2007 을 실행할 때는 

일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가 화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환경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은 최소 세로 해상도를 

576 픽셀만 요구하도록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그리고 쉽게 

축소할 수 있는 리본 덕분에 이제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의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이들 컴퓨터의 제한된 화면 크기에서 전부 다표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치 CPU 및 RAM 요구 사항이 점차 높아지듯이 Office 의 

                                                           

3
 ABI Research 가 온라인(http://www.abiresearch.com/press/1656-

2009+Netbook+Shipments+Pass+Expectations%2C+58+Million+Forecast+for+2010(영문일 수 

있음))에 게시한 시장 수치입니다.  

http://www.abiresearch.com/press/1656-2009+Netbook+Shipments+Pass+Expectations%2C+58+Million+Forecast+for+2010(영문일%20수%20있음)
http://www.abiresearch.com/press/1656-2009+Netbook+Shipments+Pass+Expectations%2C+58+Million+Forecast+for+2010(영문일%20수%20있음)
http://www.abiresearch.com/press/1656-2009+Netbook+Shipments+Pass+Expectations%2C+58+Million+Forecast+for+2010(영문일%20수%20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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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디스플레이 해상도 요구 사항도 새 버전마다 계속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래 표 1 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최신 버전의 Office 는 Office 2007 보다 최소 

디스플레이 요구 사항이 더 낮게 엔지니어링되었습니다. 

 

표 1: Microsoft Office 버전의 최소 디스플레이 요구 사항 변화   

Office 버전 최소 디스플레이 해상도 

Office XP 640 x 480  

Office 2003 800 x 600  

Office 2007 1024 x 786  

Office 2010 1024 x 576(Professional SKU) 

 

따라서 Office Professional 2010 응용 프로그램 제품군은 소형 랩톱 및 

넷북에서 Word 문서 편집, Excel 을 사용하여 스프레드시트 계산 수행, Outlook 을 

사용하여 전자 메일 메시지 주고받기 및 기타 일반 작업과 같은 가벼운 작업을 

수행하는 대다수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중급 시스템 지원 
기존 PC 를 사용하는 조직과 넷북 애호가들도 Office 2010 을 활용할 수 있지만, 

Office 2010 을 배포하거나 Office 2010 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하는 직장 및 

가정 사용자들의 대다수는 몇 년 된 중급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준 중급 시스템의 하드웨어 프로필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GHz 64 비트 듀얼 코어 프로세서 

 2GB 의 667MHz DDR2 RAM 

 500GB 하드 드라이브 

 64MB 공유 메모리의 통합형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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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급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 가속 

그래픽을 지원하는 그래픽 칩 세트(전용 또는 통합형)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버전의 Office 는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직접 활용하거나 하드웨어 가속 

그래픽 성능을 이용하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Office 2010 은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 기능을 직접 활용하도록 엔지니어링되었습니다. 

 멀티코어 프로세싱    앞에서 설명한 좀 더 강력한 스레드 풀 관리 및 작업 

제한 외에도 Office 엔지니어링 팀은 특정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이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처리 성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특별히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Excel 

2010 에서 셀 테이블 정렬(일반 정렬)이 이제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정렬 엔진이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멀티코어 프로세싱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밖의 Excel 2010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o Excel 에서 가능한 경우 외부 데이터에 대해 기본 피벗 테이블 새로 

고침을 실행할 때 최대 2 개의 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기본 피벗 테이블 정렬 기능은 Excel 에서 사용 가능한 만큼의 

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행 높이 가산 기능은 Excel 에서 사용 가능한 만큼의 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피벗 테이블 새로 고침, 피벗 테이블 스타일, 피벗 테이블 

업데이트 등과 관련된 BestFit 기능은 Excel 에서 사용 가능한 

만큼의 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과 Office 2010 의 내부 개선 사항은 CPU 가 비슷한 클럭 

속도로 실행될 때 싱글코어 시스템보다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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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가속 그래픽    Word, Excel, PowerPoint 등의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그래픽 

렌더링 기능을 활용하도록 엔지니어링되었습니다.4 특히 이들 응용 

프로그램은 최소한 DirectX 9.0c 와 호환되고 적어도 64MB 의 공유 또는 

전용 비디오 메모리를 갖춘 GPU 의 성능을 활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5 Office 2010 이 이와 같이 특별히 디자인된 이유는 

최근의 중급 PC 대부분이 이러한 사양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능 개선의 효과는 Excel 2010 에서 차트를 그리거나, 

PowerPoint 2010 에서 애니메이션을 렌더링하고 포함된 비디오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합성 및 렌더링에 Direct3D 저수준 그래픽 API 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cel 차트의 렌더링 및 스타일 변경 속도가 빨라지고 

PowerPoint 애니메이션이 좀 더 부드럽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PowerPoint 에서 새로운 3 차원 슬라이드 전환 같은 새 기능도 하드웨어 

지원 그래픽을 활용하여 보다 강력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Excel 및 

PowerPoint 의 이러한 몇 가지 성능 개선 기능과 관련된 내용은 본 문서의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멀티코어 프로세서 및 DirectX 지원 그래픽은 Office 2010 을 사용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이러한 기능이 없어도 Office 2010 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이며 훌륭한 품질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DirectX 9.0c 를 

지원하고 64MB 의 비디오 메모리를 갖춘 GPU 를 활용하도록 Office 2010 이 

엔지니어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최근의 시스템은 

대부분 지원함)을 갖춘 직장 및 가정 사용자는 Office 2010 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Office 2010 에서는 마더보드 통합형 그래픽 카드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그래픽 카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5 
Office 2010 은 그래픽 프로세서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도 DirectX 10 이상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비디오 메모리를 활용하여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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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하드웨어 지원 
현재 사용 가능한 시스템 중에는 이제 겨우 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최첨단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친환경" 컴퓨팅 목적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낮추면서 시스템의 작업량에 맞춰 프로세서 성능을 조정하는 

스마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48GB 의 빠른 DDR3 SDRAM 과 결합된 

빠른 버스 속도 덕분에 풍부한 응용프로그램 여러 개를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하드 드라이브가 일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발생하는 응용 프로그램 성능의 주요 병목 현상을 없앰으로써 성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1GB 이상의 비디오 메모리를 갖춘 고급 그래픽 

프로세서가 최신 DirectX 버전을 지원하며 HD(고해상도) 모니터의 최대 

디스플레이 해상도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빠른 프레임 속도로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Office 2010 은 현재 사용 가능한 최고급 시스템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ffice 2010 제품 수명 주기 동안 언제라도 출시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하드웨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최첨단 시스템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현재 사용 가능한 시스템에서보다 Office 2010 의 성능을 한층 더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4 비트 Office 를 배포할 때의 고려 사항 
고급 시스템을 고려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32 비트와 64 비트 버전의 Office 

2010 중에서 어떤 것을 배포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32 비트 버전으로만 

제공되었던 이전 버전의 Office 와 달리 Office 2010 은 32 비트 및 64 비트 버전이 

모두 제공되는 최초의 Microsoft Office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능 및 유용성 관점에서 볼 때, 64 비트 Office 를 설치할 때의 가장 큰 이점은 

개별 Office 응용 프로그램이 64 비트 시스템의 추가적인 실제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 비트 Windows 에서 시스템의 최대 실제 메모리 양은 

4GB 입니다. 하지만 32 비트 응용 프로그램은 한 번에 각 RAM 에서 2GB 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Office 사용자의 작업 수행 방식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2 비트 버전의 Excel 2010 을 사용할 때는 스프레드시트의 

최대 크기가 2GB 입니다. 하지만 64 비트 버전의 Excel 2010 을 실행할 

경우(64 비트 Windows Vista SP1 이상의 OS 필요)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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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시트의 최대 크기는 실제 메모리 양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매우 큰 스프레드시트, 크기가 2GB 를 초과하는 길고 복잡한 Word 문서 

또는 매우 큰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 작업해야 할 경우에는 64 비트 버전의 

Office 2010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64 비트 Office 를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32 비트 Office 용으로 만든 ActiveX® 컨트롤 및 COM 추가 기능은 64 비트 

Office 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컨트롤을 많이 만들어 

사용해 온 경우, 컨트롤 및 추가 기능이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Office 2007 에서 64 비트 버전의 Office 2010 으로 마이그레이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4 비트 버전의 Windows Vista 이상에서 기본 브라우저는 32 비트 버전의 

Windows Internet Explorer®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서 64 비트 

Office 를 실행할 때는 데이터시트에서 편집 보기 같은 일부 클라이언트쪽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Office 2007 을 통해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VBA)를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솔루션을 만든 경우에는 64 비트 버전의 Office 2010 으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일부 VBA 코드를 다시 작성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Outlook 2007 용으로 개발된 MAPI 응용 프로그램을 64 비트 버전의 Office 

2010 에서 실행하려면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아마도 오늘날 다수의 조직들은 시스템에 

64 비트 Windows 7 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대부분의 PC 에 32 비트 버전의 Office 

2010 을 배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64 비트 버전의 Windows 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Office 2010 을 설치할 때에도 32 비트 버전의 Office 가 

설치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64 비트 

Office 를 처음 출시하기 시작함으로써 Microsoft 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선포한 

것이며 64 비트 기술에 투자하는 조직들은 이제 언제든지 Office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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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2010 성능 개선 사항 살펴보기 

지금까지는 기존 PC 에서 넷북, 중급 시스템, 최첨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도록 Office 2010 이 엔지니어링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전 버전의 Microsoft Office 와 비교했을 때 

Office 2010 의 성능이 얼마나 더 뛰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Office 팀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하드웨어6에 Windows XP 

서비스 팩 37을 설치한 상태에서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을 Office 2007 

SP2 응용 프로그램과 비교하는 일련의 자동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팀이 

수집한 테스트 메트릭에는 Office 응용 프로그램이 부팅되는 데 걸린 시간, 파일 

열기/저장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섹션에는 Word, Excel 및 PowerPoint 에 대해 측정한 성능 개선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Outlook 은 일반적으로 Microsoft Exchange 와 함께 배포되기 

때문에 Outlook 2010 과 Outlook 2007 SP2 의 성능을 비교할 때는 특수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비교 내용은 본 문서의 뒷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팅 환경 
응용 프로그램 부팅 환경에는 응용 프로그램이 초기화되고 완전하게 작동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림 3 은 Office 

2010 및 Office 2007 SP2 에서 Word, Excel, PowerPoint 에 대해 측정된 부팅 시간을 

초 단위로 보여 줍니다.8  

                                                           

6 
테스트에 사용된 실제 하드웨어는 Dell OptiPlex 745 Core 2 Duo E6400 2.13GHz 스템(3.0GB 

비 ECC 667MHz DDR2 RAM, GMA3000 통합형 비디오, 500GB SATA 7200 RPM 16MB 버퍼 하드 

드라이브)이었습니다. 

7 
이 구성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성입니다. 

8 
추가 기능이 로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 프로그램 부팅에서 시스템 유휴 상태까지 

측정된 시간입니다. Excel 시간은 기본 보기로 부팅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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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ffice 2010 및 Office 2007 버전의 Word, Excel, PowerPoint 에 대한 부팅 시간 

비교(초 단위) 

이 결과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Word 2010 은 Word 2007 에 비해 약 30% 더 빨리 부팅될 수 있습니다. 

 Excel 2010 은 Excel 2007 에 비해 거의 25% 더 빨리 부팅될 수 있습니다. 

 PowerPoint 2010 은 PowerPoint 2007 에 비해 거의 50% 더 빨리 부팅될 수 

있습니다.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의 부팅 시간이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사용자들은 응용 프로그램 부팅 시간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된 시간 차이가 단지 1/10 초 단위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Office 문서를 열거나 저장할 때 걸리는 시간의 차이는 최종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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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열기 및 저장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사용자들이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파일 열기 및 저장 작업은 성능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Office 팀에서 실시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Word 문서, Excel 통합 문서 또는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 열거나 저장할 때 걸리는 시간은 파일 크기, 파일의 복잡성,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Office 파일 형식(XML 또는 이진), 다양한 추가 

기능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 때문에 위에 요약되어 있는 부팅 개선 사항처럼 간단한 

차트로 Office 2010 파일 열기 및 저장 개선 사항을 요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Microsoft 에서 실시한 내부 테스트 결과, 같은 Office 2007 SP2 응용 

프로그램에 비해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파일 열기 및 저장 

작업의 성능이 분명히 개선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측정된 개선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Word 문서를 이제 최대 45% 더 빨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Excel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최대 21% 더 빨리 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최대 62% 더 빨리 열 수 

있습니다.   

Microsoft 내부 테스트는 Word 2010, Excel 2010 및 PowerPoint 2010 에서 거의 모든 

파일 열기 및 저장 작업이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Office 2007 SP2 버전을 사용할 

때보다 빨라졌음을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눈에 띌 정도로 큰 경우도 

많았습니다. 테스트 중에 더 느려진 경우도 드물게 관찰되었지만 측정된 실제 

시간 차이는 50 밀리초 미만으로서 최종 사용자가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Office 2010 의 다른 개선 사항 덕분에 최종 사용자가 

인지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면에서는 파일을 열고 저장하는 작업이 더욱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파일 열기/저장의 인지 성능 및 실제 성능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 성능을 인지할 때는 파일 열기 작업 중에 유용한 진행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Office 2010 

환경은 이전 버전의 Office 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파일을 열 때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시작 화면을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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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 파일을 여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 이 시작 화면은 사용자의 

주목을 끌고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 주는 자세한 진행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근소한 시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여는 것이 해당하는 Office 2007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개의 데이터 셀이 들어 있는 큰 스프레드시트를 Excel 2007 에서 

열 경우 빠른 시작 화면이 표시되고 사용자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이나 컴퓨터가 멈췄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cel 

2010 에서는 여는 데 시간이 몇 초 정도 걸리는 경우 시작 화면이 바로 나타나서 

파일을 여는 시간 동안 업데이트된 진행 정보를 보여 줍니다. 아래 그림 4 의 

빨간색 화살표를 참조하십시오.9   

 

그림 4: 큰 스프레드시트를 두 번 클릭하여 Excel 을 시작할 때 표시되는 시작 화면   

                                                           

9
 Office 응용 프로그램을 부팅할 때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Office 파일을 열 때 

표시되는 이 시작 화면은 상대적으로 느린 하드웨어서 Office 를 실행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팅 시간 시작 화면의 또 다른 이점은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특정 부분이 느린 경우(예: 추가 기능 로드) 필요한 해결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보를 

시작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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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용자에게 두 가지 영향을 줍니다. 첫째, Excel 에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응용 프로그램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에게 안심시킵니다. 

둘째, 사용자가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 큰 파일을 실수로 연 경우 

이제 시작 화면에서 바로 파일 열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취소 단추 그리고 그림 오른쪽 위 모서리에 닫기 가젯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팅 및 파일 열기를 취소할 수 있는 이 기능은 Office 

2010 에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제 시작 화면을 이동하거나 

최소화하여 치움으로써 큰 Office 데이터 파일을 백그라운드에서 여는 동안 

생산성을 유지하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cel 다시 계산 
Excel 다시 계산 및 차트 부분은 Office 2010 에서 성능이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에 

속합니다. 이전 버전의 Excel 사용자들로부터 큰 스프레드시트를 다시 계산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자주 접수되었기 때문에 Excel 팀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Excel 계산 엔진을 새로 

디자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래의 그림 

5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림 5 에는 4 백만 개의 

데이터 셀을 사용하는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모델링하는 매우 큰 

스프레드시트에 걸리는 다시 계산 시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림 5: 새로운 Office 버전마다 크게 개선된 Excel 다시 계산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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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 시간(초) 334.86 67.31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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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Excel 2010 에서 다시 계산은 Excel 2007 에 비해 

90%, Excel 2003 에 비해서는 거의 98% 더 빨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Excel 

2010 에서 다시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Excel 2007 에서 걸리는 

시간의 약 10% 그리고 Excel 2003 에서 걸리는 시간의 약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매우 큰 스프레드시트를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 몇 분이 아니라 단 몇 초 만에 

완료되는 것입니다. 금융 및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일하는 사용자들이 특히 

이러한 개선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예측하기 

위해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는 큰 스프레드시트를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cel 차트 

Excel 2010 내부에서 또 크게 개선된 곳은 차트 부분입니다. Excel 2010 에서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로 새 차트를 만드는 것이 Excel 2007 또는 Excel 2003 에 비해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림 6 은 사인 곡선 함수를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트를 그릴 때의 시간을 보여 줍니다.   

 

그림 6: Excel 2007 에서 Excel 2010 으로 넘어오면서 크게 개선된 차트 그리기 속도 

Excel 2003 Excel 2007 Excel 2010

차트 그리기(초) 3.65 44.95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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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Excel 2010 에서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속도가 Excel 2007 에 비해 약 95%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시 말해, Excel 2010 에서는 Excel 2007 에서 

필요한 시간의 약 5%만으로 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Excel 

2010 의 차트 그리기 성능이 Excel 2003 에 비해서는 35% 정도밖에 더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Excel 2007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트 유형 및 스타일이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xcel 

2010 과 Excel 2003 의 차트 그리기 속도를 비교하는 것에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복잡한 Excel 차트를 만드는 사용자들은 이와 

같이 시간을 절약해 주는 Excel 2010 의 성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Excel 2010 에서 차트 그리기만 빨라진 것은 아닙니다. 차트 스타일 변경, 

레이아웃 변경, 차트 요소의 특수 서식 수정 등 다른 작업에서도 차트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Excel 2007 에서는 3 차원 스타일을 차트에 

적용할 경우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Excel 

2010 에서 이 기능은 눈에 띌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PowerPoint 개선 사항 
PowerPoint 2010 에서도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Office 

2010 에 DirectX 9.0c 지원이 새로 포함됨으로써 내부적으로 많은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PowerPoint 성능을 향상시킨 내부 개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드 전환, 대부분의 비디오 재생 그리고 3D OfficeArt 콘텐츠(예: 

Office 2010 응용 프로그램 내의 입체 도형 및 텍스트)는 이제 Direct3D 

API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PowerPoint 슬라이드 쇼 도중의 애니메이션 미리 보기를 비롯한 전체 

창 합성을 Direct3D 그래픽 API 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요소는 이제 스프라이트로 렌더링된 후에 Pixel Shader 2.0 을 

사용하여 구현된 페이드, 닦아내기 등의 추가 효과와 함께 합성됩니다.  

Office 팀의 이와 같은 노력이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사용자들은 이제 PowerPoint 

2010 을 사용할 때 크게 개선된 성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존 슬라이드를 변경한 후에 축소판 그림을 훨씬 더 빠르게 

다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를 선택할 때 슬라이드가 훨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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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됩니다. 덕분에 슬라이드 쇼 프레젠테이션이 보다 부드럽게 연결되며, 

복잡한 슬라이드를 렌더링할 때 슬라이드 쇼가 잠시 멈춰서 어색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렌더링 및 슬라이드 쇼 개선 사항 외에도 PowerPoint 2010 은 놀라운 새 

3 차원 전환, PowerPoint 슬라이드 안에 비디오 미디어를 포함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통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점이 결합되어 PowerPoint 슬라이드 모음을 만드는 사용자와 슬라이드 

쇼를 지켜보는 사람 모두에게 한 차원 수준 높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PowerPoint 전환, 애니메이션 및 비디오 포함 기능을 

완벽하게 활용하려면 최소 64MB 의 비디오 메모리를 갖춘 DirectX 9.0c 호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비디오 메모리가 더 크면 이 흥미로운 새 기능들을 

사용할 때 더 뛰어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OneNote 개선 사항 
Office 팀은 OneNote 2010 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정 또는 직장에서 정보를 

수집, 정리, 공유해야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제 

리본과 Backstage 보기 같은 Microsoft Office Fluent™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여러 사용자에 의한 OneNote 전자 필기장의 동시 편집 지원, 전자 필기장을 

Windows Live 에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 Outlook 와의 통합 개선 그리고 기타 편집 

및 노트 기록 개선 사항이 OneNote 에 통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neNote 

2010 은 다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능 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빨라진 페이지 동기화    여러 사람이 같은 페이지를 작업할 때 해당 

페이지의 동기화가 더욱 빨라져서 변경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작성자에게 표시됩니다. 

 쉬운 탐색을 위한 빠른 검색    이제 입력하는 즉시 검색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자 필기장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를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빠른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페이지 내용 

외에도 전자 필기장 이름, 섹션 레이블, 페이지 제목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작성자는 최근에 추가된 콘텐츠(어제, 지난 주, 지난 

달 등)를 빠르게 검색하거나, 특정 일에 변경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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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개선 사항 
많은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Outlook 을 사용하면서 전자 메일을 

주고받고, Communicator 세션을 시작하고, 모임을 예약하고, 할 일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Outlook 을 하루 종일 

실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Outlook 이 느리게 실행되거나 멈춘 것처럼 보이면 

작업 흐름이 중단되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Outlook 

2010 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Outlook 팀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반적인 

사용자 작업이 이전 버전에서보다 더 빠르게 실행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다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Outlook 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Outlook 2010 은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시작 성능이 

개선되어 사용자들이 받은 편지함으로 더 빨리 이동하고 새 메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클릭하여 읽고, 메시지를 폴더로 이동하고, 

다른 폴더로 전환하고, Outlook 을 종료하는 등의 일반적인 작업이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내부 시범 서비스 테스트 결과 

위에서 설명한 성능 투자에 대한 결과를 수량화하기 위해 Office 엔지니어들은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10 첫째, Outlook 2010 을 "시범적으로 

서비스하면서"(개발 프로세스 중에도 제품을 사용했다는 의미) 수천 명의 내부 

Microsoft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엔지니어링 팀은 

수행되는 여러 가지 일반 작업의 성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얻은 성능 정보는 아래의 표 2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0
 Outlook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테스트 방법은 다른 Office 응용 프로그램과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Outlook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받은 편지함, 

폴더, 일정, 할 일 목록 등을 어떻게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는지에 따라 Outlook 의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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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발 프로세스 중에 Outlook 2010 의 내부 "시범 서비스" 테스트를 통해 얻은 

Outlook 2010 성능 통계   

Outlook 작업 자세한 설명 

폴더 변경  190 만 개의 폴더 변경 작업 중 90%가 1 초 안에 

처리되었습니다. 

일정으로 전환 235,000 회의 일정 모듈 열기 시도 중 83%가 1 초 안에 

처리되었습니다. 

읽기 창에서  

메일 보기 

680 만 건의 메일 보기 중 85%가 0.5 초 안에 

렌더링되었습니다. 

680 만 건의 메일 보기 중 93%가 1 초 안에 

렌더링되었습니다. 

종료 94%의 세션에서 Outlook 이 4 초 이내에 

종료되었습니다.  

 

내부 실험실 테스트 결과 

둘째로, Office 엔지니어들은 개발 프로세스 중에 성능 개선 및 잠재적인 퇴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요 시나리오의 타이밍도 정기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은 확인할 때 쉽게 재현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동화된 수집 

도구와 신중하게 표준화된 시스템 사양을 사용하여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사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표 4 와 해당 바닥글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표 3은 이러한 내부 테스트에서 측정된 몇 가지 내용을 보여 줍니다. 이 테스트는 

Outlook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대표적으로 겪는 여섯 가지 공통적인종 사용자 

시나리오에서 Outlook 2010 RTM의 성능을 Outlook 2007 SP2와 비교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11  

                                                           

11
 모든 사서함은 Microsoft Exchange 2003 서버에서 호스팅되었습니다.  



25 

 

표 3: Outlook 2010 RTM 성능을 Outlook 2007 SP2 와 비교하는 내부 테스트 결과   

 Outlook 2010 RTM Outlook 2007 SP2 % 개선 

부팅(콜드) 7.6 초 10.3 초 26% 

부팅(웜) 0.53 초 0.77 초 31% 

전체 사서함 

동기화: 1GB 

12.7 분 18.6 분 32% 

전체 사서함 

동기화: 2GB 

26.8 분 28.3 분 5% 

응답 크플로(일시 

중지 횟수) 

27 41 34% 

종료 0.64 초 1.17 초 45% 

 

이러한 대폭적인 개선은 사용자가 Outlook 2010을 사용할 때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 4에는 위에 나열된 여섯 가지 시나리오 각각에 사용된 방법 및 하드웨어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 테스트 시나리오마다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시작 작업 그리고 작업의 결론을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 표의 마지막 열에 있는 바닥글에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참조 시스템의 사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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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테스트한 각 시나리오에 대한 Outlook 테스트 방법의 세부 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및 설명 테스트 시나리오 시작 및 끝 설정 

부팅(콜드)  

Outlook 을 캐시된 Exchange 

프로필의 1GB 사서함으로 

콜드 부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12

 

시작: Outlook 아이콘 클릭 

끝: 폴더, 메일 내용 및 읽기 

창이 모두 표시됨 

 Windows XP SP3 이 실행 중인 

시스템 A
13

 

 Exchange 2003 서버의 1GB 

사서함 

 탐색 창, 할 일 목록 및 읽기 

창 열림 

부팅(웜) 

Outlook 을 캐시된 Exchange 

프로필의 2GB 사서함으로 

웜 부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14

 

시작: Outlook 아이콘 클릭 

끝: 폴더, 메일 내용 및 읽기 

창이 모두 표시됨 

 Windows 7 이 실행 중인 

시스템 B 

 Exchange 2003 서버의 2GB 

사서함 

 로컬 캐시 3.28GB 

 총 4 개의 메일 폴더 

 총 56,812 개의 항목  

 받은 편지함에 43,000 개 

항목, 하위 폴더에 2,500 개, 

6,700 개, 4,000 개 항목이 

있음 

 탐색 창, 할 일 목록 및 읽기 

창 열림 

                                                           

12
 콜드 부팅은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 이후로 Outlook 을 처음 부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시스템 A 에는 Intel Pentium 4 CPU @3.0GHz, 1GB RAM, 160GB HDD(7200RPM) 및 100Mbit 

LAN 연결이 있고 시스템 B 에는 Intel Core 2 6600 CPU @2.40GHz, 2GB RAM, 1TB 

HDD(7200RPM) 및 100Mbit LAN 연결이 있습니다. 

14 
웜 부팅은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한 세션 동안 Outlook 이 실행된 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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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서함 동기화: 1GB 

먼저 로컬 캐시 *.ost 파일을 

삭제하여 Exchange 서버의 

1GB 사서함을 Outlook 의 

캐시된 Exchange 프로필과 

동기화하는 데 걸리는 전체 

시간을 측정합니다. 

시작: Outlook 이 실행 중이지 

않음, .ost 파일 삭제, Outlook 

시작 

끝: 상태 표시줄에 "모든 

폴더에는 최근 변경 내용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라고 

표시됨 

 Windows 7 이 실행 중인 

시스템 A 

 Exchange 2003 서버의 1GB 

사서함 

 탐색 창, 할 일 목록 및 읽기 

창 열림 

전체 사서함 동기화: 2GB 

먼저 로컬 캐시 *.ost 파일을 

삭제하여 Exchange 서버의 

2GB 사서함을 Outlook 의 

캐시된 Exchange 프로필과 

동기화하는 데 걸리는 전체 

시간을 측정합니다. 

시작: Outlook 이 실행 중이지 

않음, .ost 파일 삭제, Outlook 

시작 

끝: 상태 표시줄에 "모든 

폴더에는 최근 변경 내용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라고 

표시됨 

 Windows 7 이 실행 중인 

시스템 B 

 Exchange 2003 서버의 2GB 

사서함 

 로컬 캐시 3.28GB 

 총 4 개의 메일 폴더 

 총 56,812 개의 항목  

 받은 편지함에 43,000 개 

항목, 하위 폴더에 2,500 개, 

6,700 개, 4,000 개 항목이 

있음 

 탐색 창, 할 일 목록 및 읽기 

창 열림 

응답 워크플로 

300 밀리초마다 Outlook 

기본 창을 모니터링합니다. 

기본 창이 300 밀리초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일시 중지 1 회로 

계산합니다. 

 

응답 속도 개선은 메일 읽기, 

메일 보내기, 메일 관리, 일정 

사용, 메일 폴더로 전환, 보기 

정렬 변경 등을 포함하는 

20 단계의 워크플로를 

Outlook 에서 실행하면서 

측정했습니다.   

 Windows XP SP3 이 실행 중인 

시스템 A 

 Exchange 2003 서버의 1.5GB 

사서함 

 총 114,648 개의 항목 

 받은 편지함에 63,000 개의 

메일 항목, 그 다음으로 큰 

3 개의 하위 폴더에 각각 

16,000 개의 항목이 있음 

 379 개의 일정 항목, 117 개의 

작업 항목 

 탐색 창, 할 일 목록 및 읽기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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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캐시된 Exchange 프로필에서 

2GB 사서함을 사용하여 

Outlook 을 종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시작: 파일 | 끝내기 클릭 

끝: Windows 작업 관리자에서 

Outlook.exe 프로세스가 

사라짐 

 Windows 7 이 실행 중인 

시스템 B 

 Exchange 2003 서버의 2GB 

사서함 

 로컬 캐시 3.28GB 

 총 4 개의 메일 폴더 

 총 56,812 개의 항목 

 받은 편지함에 43,000 개 

항목, 하위 폴더에 2,500 개, 

6,700 개, 4,000 개 항목이 

있음 

 탐색 창, 할 일 목록 및 읽기 

창 열림 

 

마지막으로, Outlook 2010 의 개선된 성능 외에도 사용자가 일반 작업을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생산성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대화 보기"는 Outlook 폴더에 저장된 메일 메시지의 스레드 보기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양의 메일을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리본에 있는 새로운 “정리” 단추를 사용하여 오래된 메시지나 중복된 메시지를 

지운 편지함 폴더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무시" 단추를 사용하면 전체 

대화 그리고 해당 대화에 대한 이후의 모든 회신이 지운 편지함 폴더로 바로 

옮겨집니다. "빠른 단계" 기능은 사용자가 좀 더 적은 수의 마우스 클릭으로 일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능 그리고 다른 새로운 생산성 향상 

기능 덕분에 2010 버전의 Outlook 은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고 작업을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 

보기, 빠른 단계 및 Outlook 2010 의 기타 새로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echNet 라이브러리의 http://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cc179110.aspx 를 

참조하십시오.   

  

http://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cc17911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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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2010 과 클라우드 

현재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메시징 및 공동 

작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어하려면 회사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되는 고유한 비공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호스팅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호스팅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은 서비스 공급자가 호스팅하는 공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문서 저장소를 클라우드에 두는 것은 이제 많은 조직에서 기본 

시나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Microsoft SharePoint® 제품은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설정하여 다른 사용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문서를 전체 수명 주기 동안 관리 및 저장하고, 문서 

작성/검토/편집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비공개 및 

공개 클라우드 서비스 모두에 대한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harePoint 가 인기 있는 비즈니스 공동 작업 솔루션이라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1 억 개의 SharePoint Server 2007 사용권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15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SharePoint 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Microsoft 는 

SharePoint 사이트에 저장된 문서를 Microsoft Office 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사용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매우 큰 Word 문서, Excel 스프레드시트 또는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일이 SharePoint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을 때 파일을 열고 저장하는 과정이 

짜증날 정도로 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사용자가 공용 WiFi 핫스팟을 통해 

회사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때처럼 대역폭이 낮거나 지연 시간이 많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사이트에 액세스할 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15 
2008 년 2 월 2 일자 Microsoft News Room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시장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icrosoft.com/presspass/press/2008/mar08/03-

02SPPTEnterpriseGrowthPR.mspx(영문일 수 있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presspass/press/2008/mar08/03-02SPPTEnterpriseGrowthPR.mspx
http://www.microsoft.com/presspass/press/2008/mar08/03-02SPPTEnterpriseGrowthPR.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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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버전의 Office 및 SharePoint 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가장 큰 성능 문제는 

사용자가 열거나 저장할 때마다 전체 문서가 전송된다는 점입니다(그림 7 참조). 

사용자가 느린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작업하고 있고 파일이 큰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때까지 Office 응용 

프로그램이 마치 파일 열기 또는 저장 작업 중에 멈춘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일을만든후클라우드에저장

전체파일이전송됨

클라우드에서파일을염

전체파일이전송됨

파일편집후클라우드에다시저장

전체파일이전송됨

 

그림 7: 2007 버전의 Office 및 SharePoint 를 사용할 때는 클라이언트와 클라우드 

간에 전체 파일이 전송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Office 2010 은 Office 2010 과 SharePoint 2010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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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동기화    Office 2010 및 SharePoint 2010 의 이 새로운 기능은 

SharePoint 2010 사이트에서 문서를 열거나 저장할 때 전체 파일 대신 

변경된 내용만 전송합니다. 델타 동기화는 새로운 Cobalt API 를 토대로 

합니다. Cobalt API 는 증분 다중 사용자 파일 시스템 I/O 및 저장을 위한 웹 

서비스 기반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를 

기반으로 하는 Office 2010 및 SharePoint 2010 의 새로운 파일 액세스 

모델입니다.16  

 ODC(Office 문서 캐시)    ODC 는 SharePoint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로컬 캐시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Office 2010 사용자들은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사이트에 저장된 문서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SharePoint Workspace 2010     이전 Microsoft Office Groove® 2007 제품을 

기반으로 하며 볼륨 라이선스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제품군의 일부로 

제공되는 SharePoint Workspace 2010 은 사이트에 저장된 문서 복사본을 

클라이언트의 ODC 에 로컬로 캐시할 수 있도록 Office 2010 클라이언트에 

있는 ODC 를 SharePoint 사이트와 동기화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파일 열기 또는 저장 작업 이후에 Office 2010 사용자가 SharePoint 

2010 사이트에 저장된 문서에 대해 수행하는 후속 파일 열기 및 저장 작업은 마치 

사용자의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는 것만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위치 모두에서 파일 복사본이 동일한 

경우 클라우드 대신 로컬 ODC 캐시에서 파일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Office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이 수정되면 변경된 내용만 서버와 

동기화됩니다. 따라서 전체 파일을 전송할 때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림 8 은 Office 2010 클라이언트와 클라우드에 있는 SharePoint 2010 사이트 간의 

파일 열기 및 저장 작업에서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16 
Office 2010 을 SharePoint 2010 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두 제품 모두 이전 버전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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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만든후클라우드에저장

전체파일이전송되고로컬로캐시됨

클라우드에서파일을염

클라우드의복사본이
수정되지않은경우파일이
클라우드의 ODC에서열림

파일편집후클라우드에다시저장

델타동기화를통해변경내용만
백그라운드에서업로드됨

 

그림 8: 파일이 클라우드에 있고 로컬로 캐시되어 있으면 파일 열기 및 저장 

작업을 수행할 때 파일에서 변경된 내용만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랩톱이 회사 LAN 에 연결되어 있는 Word 2010 사용자의 경우를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용자가 큰 문서를 만들어서 SharePoint 2010 사이트에 저장하면 

전체 문서가 사이트에 업로드되며 ODC 에도 로컬로 캐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용자가 랩톱과 LAN 의 연결을 끊고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자신이 만든 문서의 제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그는 공항의 공용 Wi-Fi 핫스팟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고 회사 네트워크와의 VPN 연결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SharePoint 

사이트에서 문서를 열면 거의 즉각적으로 열립니다. Office 에서 로컬에 캐시된 

버전의 문서가 서버에 저장된 버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Word 를 사용하여 문서의 제목을 변경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서가 거의 즉각적으로 저장됩니다. 전체 문서가 아니라 변경된 내용만 

서버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Office 2010 및 SharePoint 2010 의 성능은 Office 2007 및 

SharePoint 2007 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Office 2010 클라이언트와 SharePoint 



33 

 

사이트 간의 파일 열기 및 저장 작업 속도가 대폭 빨라진 부분은 느리거나, 

불안정하거나, 지연 시간이 많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작업할 때 특히 유용할 수 

있으며 Windows Live® SkyDrive®를 비롯한 모든 MS-FSSHTTP 호환 서비스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SharePoint 2010 에는 사용자들이 좀 더 빠르고 생산적으로 

공동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작성 등의 다른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작성은 전체 파일 대신 파일의 일부분을 잠금으로써 여러 사용자가 Word 

또는 PowerPoint 파일을 동시에 열 수 있도록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Word 2010 은 단락을 기준으로 잠그고 PowerPoint 2010 은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잠급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같은 Word 문서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파일의 서로 다른 부분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클라우드에 저장된 비즈니스 

데이터를 작업하는 Office 2010 사용자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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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Office 2010 은 사용자가 다수의 일반 작업을 이전 버전의 Office 에서보다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업에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전 버전의 Office 에서 발견된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Office 2010 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된 부분의 예로는 Word 및 PowerPoint 의 파일 열기 및 저장 작업, 큰 

Excel 스프레드시트의 다시 계산, Excel 의 차트 그리기 및 스타일 변경, 

PowerPoint 의 축소판 그림 렌더링 및 슬라이드 쇼 성능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종료 환경, Exchange Server 와 사서함의 동기화, Outlook 의 여러 가지 일반 

워크플로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Outlook 에서도 많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Office 2010 성능 개선은 Windows XP 를 실행 중인 기존 PC 부터 일반 중급 시스템, 

최신 고급 하드웨어까지 모든 하드웨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넷북 화면의 작은 크기에 더 잘 맞게 새로 디자인되었으므로 넷북 

애호가들도 Office 2010 을 Office 2007 보다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하는 기업은 Office 2010 과 SharePoint 2010 을 

조합하여 느리거나 대기 시간이 긴 네트워크 연결에서도 최고의 사용자 환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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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리소스 

각 Office 2010 버전에 대한 자세한 시스템 요구 사항은 TechNet 라이브러리의 

http://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ee624351.aspx 를 참조하십시오.  

64 비트 버전의 Office 2010 과 관련된 자세한 고려 사항은 TechNet 라이브러리의 

http://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ee681792.aspx 를 참조하십시오.  

Office 2010 과 관련된 기타 모든 기술 문서는 TechNet 라이브러리의 Office 

섹션(http://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cc498719.aspx(영문일 수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SharePoint 2010 과 관련된 기술 문서는 TechNet 라이브러리의 SharePoint 

섹션(http://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ee428287.aspx)을 참조하십시오.  

Office 2010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와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보는 

Microsoft Office 2010 엔지니어링 

블로그(http://blogs.technet.com/b/office2010_ko/)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IT 전문가들과 함께 Office 배포 및 관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면 TechNet 

라이브러리의 Office IT 전문가 포럼 

범주(http://social.technet.microsoft.com/Forums/ko-kr/category/officeitpro(영문일 수 

있음))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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