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se to the 
opportunity.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약 

Visual Studio 2012 가 필요한 이유



Microsoft
Visual Studio

Ultimate 2012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개발팀들의 아이디어를 

고품질의 확장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첨단 도구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소프트웨어는 기업을 움직이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최적의 개발 환경이 바로 

MicrosoftⓇ Visual StudioⓇ Ultimate 2012 입니다. 최상위 품질

의 도구 모음은 정보 아키텍트와 성능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팀들을  

위해 리더십 기능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Visual Studio Ultimate 2012 를 이용하여 대 기업들

의 솔루션이 겪는 부하 조건을 개발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지속적인 부하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견

고한 기능들은 개발팀들을 위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런타임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 수단들을 제공합니다.

Visual Studio 2012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www.microsoft.com/visualstudio/kor 를 방문하십시오.

Ultimate 2012



Visual Studio
Ultimate 2012 가 

필요한 이유

IntelliTrace 로 시스템 오류 포착

IntelliTraceⓇ 기록 디버거를 사용 

하면 파일과 레지스트리로의 액세스, 

발생한 예외들, 메소드 호출, 기타 상태 

정보 등을 기록해 코드 실행을 되돌리

고 정확한 오류 조건을 재현해내서 어

떠한 버그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제작 환경에서 IntelliTrace 사용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동안에도 

폭넓은 디버그 정보를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팀이 제작상의 문제를 신속

히 진단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팀과 기술 전반에 걸쳐 ALM 통합

Team Explorer Everywhere 가  

제공하는 Java 개발 도구와의 통합  

기능이나 MicrosoftⓇ SharePointⓇ, 

MicrosoftⓇ Visual C++Ⓡ 를 위해  

확장된 ALM 지원을 바탕으로 전사적 

차원에서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 관리

(ALM)를 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비전 모델링 및 적용

고급 모델링, 검색 및 아키텍처 도구들

로 기업의 아키텍처를 관리하면 시스템

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구현에 이르기까지 계층도에 반영된 

아키텍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구조를 가시화 

Activity, User Case, Sequence, 

Class,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을 지원

하는 UML 2.0 호환 다이어그램으로 

응용 프로그램의 구조를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종속성 설명 및 적용

계층도를 이용해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간 종속 관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종속성 검증 기능을 사용해 코드 내 종

속성이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한 기존 코드 내 관계 이해

Architecture Explorer 로 어셈블리  

파일, 실행 파일, 바이너리를 포함

한 소스 파일과 컴파일된 코드 등에서  

코드를 찾고 다양한 코드 조각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rogressive Reveal 과 

Standard Dependency 그래프를  

만들어 코드 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제작 성능과 확장성 보장

부하 테스트를 위해 상시 부하 패턴, 

단계 부하 패턴 또는 목표 기반 부하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

트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석해 

병목현상과 장애지점을 신속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웹 및 부하 테스트 수행

가상 브라우저 지원 개수에 제한이  

없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테스트 노드들을 

통해 대기업의 규모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팀과 운영팀의 통합 및 협력

Operations Manager Connector 

를 사용하여 운영팀과 개발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ystem 

Center 에서 수집한 응용 프로그램  

성능 모니터링 및 진단 정보를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Preemptive Analytics 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Work Item 들을 자동으로  

생성 및 업데이트함으로써 개발팀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제작상의 문제 

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Visual Studio

Premium 2012
이제, 개발팀들은 

통합 공동 작업 패키지를 사용하여

각 팀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애자일 기술을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소프트웨어에 더욱 빠른 속도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 개발자의 생산성은 대폭 향상되었

지만 업무상 팀원 간의 소통 과정에서 많은 낭비가 발생합니다.

 
MicrosoftⓇ Visual StudioⓇ Premium 2012 는 한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모든 작업과 역할들에 품질을 더하는 종합적인 팀 공동  

작업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이미 입증된 애자일 공동 설계 기법

과 더불어 여러 팀원들의 계획, 개발, 테스트, 자동화와 진단을 돕는  

다양한 도구 모음을 지원합니다. 

 
개발자의 협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분석가, 프로젝트 관리자, 테스

트 담당자들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통의 비전을 향해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Visual Studio 2012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www.microsoft.com/visualstudio/kor 를 방문하십시오.

Premium 2012



모범적인 애자일 방법론의 단계적 채택

용량 계획, Task Board, Backlog 

관리 등 유연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애자일 기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도구를 사용하

면서도 현재 사용중인 방법들을 개선 

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 

니다.

엄격한 코드 검토 절차 이행

강화된 코드 검토 워크플로우로 우수한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개발자 간의 수

월한 공동 작업을 지원하고 코드 검토 

및 변경을 위해 알맞은 환경을 제공합 

니다.

업무팀의 요구 사항 파악

신 기능인 스토리보드 도구를 사용하

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가벼운 요구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의견 수렴, 개발 프로세스와의 직접  

통합 등의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

니다. 이 외에도, 테스트 케이스들과 

Work Item 들을 추적하여 개발과정과  

각 요구사항의 진행정도에 대한 가시

성을 확보하고 트래킹을 가능하게 합 

니다.

고객의 피드백 반영

개발이 모두 끝난 후에 고객의 피드백

이 좋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하기 힘듭

니다. 피드백 관리자 도구를 이용하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개발 프로

세스에 참여시켜 의견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이후 피드백을 개발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팀에서 고객이 원

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지속적인 테스트로 개발 초기단계부터 

품질 보장

지속적 유닛 테스팅과 테스트 영향 분

석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코드 작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유닛 테스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닛 테스팅 프레임워크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테스팅 프로세스 자동화 

테스팅 방식을 테스트 요구 사항 관리 

도구인 Test Manager 와 통합하십시

오. 테스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매

뉴얼 및 탐색적 테스팅을 수행하는 것

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발자들이 오류

를 수정하고 가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테스트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Lab Management 로 테스트 환경을 

관리하여 테스트 담당자와 개발자들이 

각 요구사항에 맞게 새로운 테스트 환

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공동 작업 도구로 효율성 향상

새로운 Team Explorer 로 모든 팀 

관련 작업을 간소화된 단일 환경으

로 통합하면 보다 효율적인 팀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Team 

Foundation Server 의 데이터 웨

어하우징 기능으로 정보를 중앙집중화

하여 공통 저장소를 바탕으로 팀 공동 

작업과 트래킹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

한 내 작업 창에는 각 개발자가 진행 중

인 작업이 나열되고 각 작업의 상태들

이 표시되며 전체 프로젝트의 각 작업

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팀 개발을 편하

게 합니다.

전체 개발 과정의 통합

모두에게 이미 익숙한 도구인 Visual 

Studio 를 사용하여 개발 프로세스에 

고객, 비즈니스 분석가, 테스트 담당

자, 운영자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 관리와 통합

Microsoft Project 및 Microsoft 

Project Server 와의 통합을 이용하

여 기존의 프로젝트 계획을 좀 더 민첩

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Premium 2012 가 

필요한 이유



Microsoft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2
웹, 클라우드, 

멀티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최적의 선택

일상 생활에서 새로운 정보 기술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게 되면

서 고객들의 요구사항도 달라졌습니다.

 
고객들은 응용 프로그램에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직관적 상호 작용을 

기대합니다.

 
MicrosoftⓇ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2 는 비즈니스 및  

소비자 플랫폼과의 높은 상호 운용성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개발 작업들을 도구 하나로 통합하여 기존의 응용 프로

그램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편하고 깔끔하면서도 빠른 개발 환경이 새로 구축되

면서 가치를 창출하고 작업을 더욱 신속히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2 를 사용할 경우, 

위험성을 낮추고 문제를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12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www.microsoft.com/visualstudio/kor 를 방문하십시오.

Professional 2012



멀티 플랫폼 개발

Windows 8, 클라우드, Windows 

Phone 8, MicrosoftⓇ Office, 

MicrosoftⓇ SharePointⓇ 등 어떠한  

용도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동일한 개발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모바일 브라우저에 맞게 보

완된 ASP.NET 덕분에 웹 응용 프로

그램을 대상 모바일 기기에 맞게 자동으

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신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JavaScript 및 jQuery용  

도구를 사용하여 웹 응용 프로그램을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

니다. 새로운 Page Inspector 기능

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중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ASP.NET 모델 바인딩, 클라이언트

측 검증, HTML5 등을 이용하여 데이

터 기반의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디자인 도구 

새로워진 MicrosoftⓇ BlendⓇ for 

Visual Studio 는 XAML 과 HTML5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도구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응용 프로

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팀과 운영팀의 상호작용 

을 돕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원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MicrosoftⓇ Visual C#Ⓡ, Visual 

BasicⓇ .NET, Visual C++Ⓡ 내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이용하여 기존

의 스레드 기반 코드를 상당히 간소화

할 수 있는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을 구

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나

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해보시기 바랍니다.

혁신적인 HTML5 개발

새로운 편집기의 활용으로 HTML5 및 

CSS3 개발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기존  

HTML 개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체적인 개발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Windows AzureTM 로 현재 사용중

인 응용 프로그램을 확장시키십시오. 

프로젝트 템플릿을 활용하여 쉽게 개발

을 할 수 있고, 유사한 디버깅 환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게시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도구 사용 

Visual Studio 2012 에서는 Office

와 SharePoint 개발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익숙한 도구로 사용자에게 최적화

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적합합니다. 

통합 개발환경으로 생산성 향상 

코딩, 디버깅, 배포 등 모든 개발 작업 

에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10 과도 호환되는 Visual Studio 

2012 를 사용하여 구 응용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 및 보완할 뿐만 아니라 

Microsoft 의 최신 플랫폼에 맞게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IDE 로 작업 가속화 및 간소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일상 작업

을 더욱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며 코드 

탐색이 더 쉬워졌고, 공동 작업에 대한 

액세스 속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신속한 고품질 데스크톱 및 웹 비즈니

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유연하고 신속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인 MicrosoftⓇ LightSwitch for 

Visual Studio 로 전문적인 데스크탑 

및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팀 협업 강화 

Team Foundation Server 2012 와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2 

를 사용하여 팀 개발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된 소스 코드, 

Work Item, 버그추적 시스템을 작업

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어 궁극적

으로는 모든 팀들이 협업을 통해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

니다.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12 가 

필요한 이유



Visual Studio 2012 에디션 별 기능 및
MSDN Subscription 혜택 비교

4개 4개 2개 2개

2 Collection 2 Collection 1 Collection 1 Collection

Read-Only

Read-Only

Read-Only

개발 플랫폼 지원

Windows 데스크톱 및 Windows Store 앱(ARM 포함) 개발    

웹, 클라우드, Office, Sharepoint, Windows Phone 개발   

아키텍쳐와 모델링   

아키텍처 탐색기, 계층 다이어그램과 의존성 검사    

아키텍쳐 검증 및 UMLⓇ 2.0 규격 다이어그램 (활동, 사용 사례, 시퀀스, 클래스 및 구성 요소)

UMLⓇ 2.0 규격 다이어그램 (활동, 사용 사례, 시퀀스, 클래스 및 구성 요소)  Read-Only  

코드 비주얼라이제이션 with 종속성 그래프 어셈블리 단위, 네임스페이스 단위, 클래스 단위)  

Read-Only Read-Only 

통합 개발 환경 

코드 복제

Visual Studio 2010 SP1와의 프로젝트 및 솔루션 호환성    

Refactoring, One-Click 배포, 멀티타겟팅, JavaScript 및 JQuery 지원  

디버깅과 진단, 테스팅    

IntelliTrace(프로덕션 환경 포함), 웹성능 테스트, 로드테스트, 

Microsoft Flakes (유닛테스트 Isolation)    

코드 메트릭, 코드 검사, 코딩된 UI 테스트    

수동테스트, 예비테스트, 테스트 사례 관리, Lab management, Fast-Forward     

Lab Management    

가상 Lab 환경 설정 및 삭제   

템플릿으로부터 환경 프로비저닝 및 Check Point 환경  

Team Foundation Server 및 공동작업    

코드 검토 및 작업 일시 중단 / 다시 시작    

백로그 관리, 스프린트 계획, PowerPoint 스토리보딩, 피드백 요청 및 관리    

Agile 작업 보드, 예외분석, SharePoint , Project, System Center 통합    

보고 및 BI,  버전제어, 작업항목 추적, 빌드자동화    

Team Explorer 를 통한 Eclipse 등 타사 개발도구 지원   

MSDN Subscriotion 혜택 : 상용 소프트웨어 제공    

Team Foundation Server 2012 와 CAL    

Office Professional Plus

MSDN Subscriotion 혜택 :  개발 및 테스트용 소프트웨어 제공    

Windows, Windows Server, SQL Server    

Office , Dynamics, System Center  및 기타 모든 Microsoft 서버 제품군    

MSDN Subscriotion 혜택 :  기타 혜택    

Windows Azure 플랫폼 무상 이용    

Windows Store 와 Windows Phone 개발자 계정 1회 12개월 무상이용

유료기술 지원 Incident

유료 Microsoft E-Learning 컬렉션

MSDN 포럼 최우선 지원, MSDN 매거진 및 뉴스레터, Online Concierge 기술 지원

† †† †††

† Azure 혜택 : 1개월에 1,500 Compute hrs, 45GB Storage, 5개의 SQL 데이터베이스 Web 에디션, 35GB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

†† Azure 혜택 : 1개월에 750 Compute hrs, 40GB Storage, 1개의 SQL 데이터베이스 Web 에디션, 30GB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

††† Azure 혜택 : 1개월에 375 Compute hrs, 35GB Storage, 1개의 SQL 데이터베이스 Web 에디션, 25GB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2번지 포스코 센터 서관 5층 (우) 135-777 

고객지원센터 : 1577-9700, 제품 홈페이지 : http://www.microsoft.com/visualstudio/kor, 개발자 포털 : http://msdn.microsof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