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 스튜디오 2010 프로페셔널 에디션

개발자 여러분을 위한 필수 개발도구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Professional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디버깅, 배포를 단순화하는 통합 개발환경입니다. 개발자
여러분을 위한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설계 기능과 혁신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해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모든 것을 실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시고 비전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클라우드에서 웹, 그리고 모바일까지 어떤 최신의 플랫폼
에서던지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모든 기술을 이용하시어, 개개인의 작업환경에 맞는 개발환경상에서 개발하십시오. 테스트 우선
개발에 대한 통합된 지원과 새로운 디버깅 도구는 개발자 여러분이 빠르게 버그를 찾고 해결하도록 도와드림으로써 좋은 애플리
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셰어포인트 탐색기
셰어포인트 탐색기는 셰어포인트 서버에 접속하고 탐색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Visual Studio안에서
웹 파트, 문서 라이브러리, 사용자 지정 목록을 포함하는 결과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Team Foundation Server 2010 활용
Source Safe 사용자들은 TFS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보다 강화된 기능
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10 Professional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빠른 코드 해석

보유한 기술의 활용

여러분의 코드를 확대하거나, 메소드 참조 코드를 강조하거나, 코드를 꾸미는

웹 파츠, 리스트, 워크플로우, 이벤트 등을 이용한 Sharepoint 개발이 가능

것을 쉽게 해줍니다.

하여 여러분의 회사에 우수한 커스터마이즈된 협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풍부한 사용자 경험 (UX) 창조
Windows 7과 웹에 초점을 맞춘 WPF(Windows Presentation

테스트 우선 개발 실행

Foundation)과 Silverlight용 시각 디자이너

Visual Studio Professional이 유닛 테스트 컴파일링에 필요한 모든 코드를
만들어주는 동안 애플리케이션 로직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Windows Azure를 통한 확장성
통합된 프로젝트 템플릿, 디버깅, 배포기능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빨라진 디버깅

Microsoft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드립니다.

인라인 호출 계층도는 디버거 실행 없이 프로그램의 실행흐름을 빠르게 추적
하도록 도와줍니다. 디버깅할 때에 Breakpount 라벨을 사용하여 디버깅을

새로운 능력의 창조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병렬 프로그래밍을 지원하여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멀티코어

통합버전 관리, 버그 추적, 빌드 자동화

프로세서에서 실행할 때 강력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Visual Studio 2010 Professional with MSDN는 Team Foundation

개발환경 개인설정

Server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스관리, 버그 추척, 빌드 자동화 등을 가능하게

개선 멀티 모니터 지원과 개선된 코드 가독성을 포함한 핵심적인 IDE의
개선은 여러분의 개발 환경을 개개인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개발

해줍니다. Team Foundation Serve의 기본 설치 옵션은 데스크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기존 Visual Source Safe 사용자들은
TFS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보다 강화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MSDN Subscription 혜택
MSDN Subscription은 심플한 라이선스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개발과 테스팅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Professional 설치에 필요한 사항
운영체제

프로세서

램

하드 디스크
여유공간

닷넷 프레임워크

모니터 해상도

인터넷

기타

Microsoft Windows XP with
Service Pack 2, Windows
VistaTM 또는 Windows 7
운영체제

1.6GHz
이상의
CPU

1GB
이상의
RAM

3GB의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NET Framework 4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설치됨)

24비트 색상의
1280 x 1024 또는
더 높은 해상도,
DirectX 9 비디오 카드

Internet
Explorer 8

Microsoft Office 2007
이상, DVD-ROM 드라이브

비주얼 스튜디오 2010 프리미엄 에디션

고품질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프리미엄 개발도구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Premium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단순화하는 통합 환경을 제공하고 고급 도구들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코드를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디버깅
이나 테스트를 하거나, 개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과
팀의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여러분의 소스코드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도구들은 여러분의 애플리
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동기화 되도록 도와줍니다. 최고급 코드 분석 도구들은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동안
버그를 만드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주며 고급 테스트, 디버깅 도구는 빠르게 버그를 찾고 고치도록 도와드림으로써 여러분께서
고품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코드 변화로부터 테스트 충격 확인
테스트 충격 분석기는 여러분에게 빌드에 사용된 변화에 기반한 권장되는 테스트 목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Microsoft Test and Lab Manager를
통해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은 테스트를 하는 동안 이용 가능한 수많은 내장 데이터 수집기 중 하나인 테스트 충격 데이터 수집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10 Premium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쉬워진 데이터베이스 개발

쉬워진 테스트 우선 개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적용하고 있는 생명주기 도구를 여러분의

Visual Studio 2010 Premium이 유닛 테스트 컴파일링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코드에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오프라인

코드를 만들어주는 동안 애플리케이션 로직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 버전화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유지하기 위한 소스코드 제어의 사용,
애자일 또는 기타 다른 프로세스 방법론에 대한 참여, 연관된 워크 아이템
들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셰어포인트에 공동작업 구축
웹 파츠, 리스트, 워크플로우, 이벤트 등을 이용한 Sharepoint 개발이 가능
하여 여러분의 회사에 우수한 커스터마이즈된 협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

코드 변화로 인한 테스트 임팩트 확인

니다.

테스트 임팩트 분석기를 사용하면 코드가 변화된 후 실행할 권장 단위 테스트
목록을 제공합니다. 개발자 여러분은 즉시 코드의 변화에 따라 어떤 테스트가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으며, 테스터 여러분은 정확히 부여된 빌드에 대해
어떤 테스트를 실행할지 알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측정
애플리케이션 측정도구는 성능 데이터와 관련하여 낮은 부하의 샘플링 또는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높은 부하의 기법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병목지점을 감지합니다.

공통된 코딩 에러 발견
코드 분석기는 이제 더 쉽고 빠르게 특정 시나리오 또는 중요한 영역에

여러분의 코드에 풍부한 시각화를 제공하는

초점을 맞춘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WPF 기반의 에디터

규칙들을 코드분석기 체크인 정책에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코드의 공통적인 코딩 에러들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WPF로 만들어진 Visual Studio 2010 Premium 에디터의 풍부한 시각화는
여러분의 코드 위에 여러분만의 기능들을 겹쳐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UI 테스팅 자동화

MSDN Subscription 혜택

UI 테스트 코드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의 UI 요소들을 자동
으로 테스팅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10 Premium은 수동으로
또는 빌드 프로세스의 한 부분으로써 자동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생성하여
UI 회기 테스팅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MSDN Subscription은 심플한 라이선스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개발과 테스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과 상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실제와 같은 테스트 데이터 생성
데이터 생성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에는 적합하지만 실제
프로덕션 데이터와는 연관이 없는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Premium 설치에 필요한 사항
운영체제

프로세서

램

하드 디스크
여유공간

닷넷 프레임워크

모니터 해상도

인터넷

기타

Microsoft Windows XP with
Service Pack 2, Windows
VistaTM 또는 Windows 7
운영체제

1.6GHz
이상의
CPU

1GB
이상의
RAM

3GB의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NET Framework 4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설치됨)

24비트 색상의
1280 x 1024 또는
더 높은 해상도,
DirectX 9 비디오 카드

Internet
Explorer 8

Microsoft Office 2007
이상, DVD-ROM 드라이브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얼티밋 에디션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 관리를 위한 극강의 개발도구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Ultimate은 통합된 개발도구 환경 서버인프라를 제공하여 전체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를
단순화시켜 드립니다. 생산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한 비즈니스 결과를 이끌어 내며, 자세한
분석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전 단계에 걸친 투명성과 추적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줍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향상시키거나 할 때의 모든 개발과정에서 강력한 프로토타이핑, 아키텍처링 그리고 개발도구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모든 것을 클라우드와 병렬 컴퓨팅을 포함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모든 최신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의 협업 기능을 이용해서 팀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고, 통합되고 혁신적인 테스팅 및 디버깅 툴을
사용해서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무결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재현되지 않는”문제를 없애줍니다.
새로운 인텔리트레이스 기능은“재현안됨”문제를 없애줍니다. 테스터는 환경의 스냅샷을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와
함께 풍부하고 실제로 재현되는 버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그것이 발견된 환경에서부터 버그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10 Ultimate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IntelliTrace는“재현안됨”문제를 없애줍니다.

테스트의 작성, 관리 그리고 실행

코드 수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같은 혹은 다른 머신

Visual Studio 2010의 테스트 요소들은 프로젝트에서 쉽게 각 이터레이션

에서 이전에 수행되었던 코드의 각 수행 스텝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다 테스트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수동 테스트를 실행하고 진행 상황을

버그를 재현하는데 드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측정하도록 해 줍니다. 테스트 계획, 테스트 모음, 테스트 설정, 테스트 케이스
를 만들어서 필요한 테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아키텍처 Explorer와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기존 코드 자산과 그들의

UI 테스팅 자동화

상호 참조 관계를 이해하고 탐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UI 테스트 코드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의 UI 요소들을 자동
으로 테스팅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10 Premium은 수동으로

아키텍처 준수

또는 빌드 프로세스의 한 부분으로써 자동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생성하여

논리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이야기

UI 회기 테스팅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에이어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현재 코드 자산이 아키텍처를

흔히 저지르게 되는 코딩상의 에러를 찾아줍니다.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코드 분석기는 이제 더 쉽고 빠르게 특정 시나리오 또는 중요한 영역에

애플리케이션 성능 프로파일링

초점을 맞춘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하고 CPU 사용현황, 메모리 소비,
데이터베이스 간섭, Script/AJAX 콜 패턴, 그리고 컨커런시 동기화에서

규칙들을 코드분석기 체크인 정책에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코드의 공통적인 코딩 에러들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애플리케이션의 병목 구간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Visual Studio를 당신의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UI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빨리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스튜디오의 스케치플로우 기능을 사용해서 손으로 직접 그리는

2대 이상의 모니터 지원과 향상된 가독성을 포함하는 주요 IDE 개선사항들은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친숙하고 생산성있는 개발환경을 만듭니다.

MSDN Subscription 혜택
MSDN Subscription은 심플한 라이선스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개발과 테스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과 상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Ultimate 설치에 필요한 사항
운영체제

프로세서

램

하드 디스크
여유공간

닷넷 프레임워크

모니터 해상도

인터넷

기타

Microsoft Windows XP with
Service Pack 2, Windows
VistaTM 또는 Windows 7
운영체제

1.6GHz
이상의
CPU

1GB
이상의
RAM

3GB의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NET Framework 4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설치됨)

24비트 색상의
1280 x 1024 또는
더 높은 해상도,
DirectX 9 비디오 카드

Internet
Explorer 8

Microsoft Office 2007
이상, DVD-ROM 드라이브

비주얼 스튜디오 테스트 프로페셔널 2010

올바른 테스팅을 위한 새로운 도구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2010으로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유지하십시오. 2010년 새로 출시된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2010은 통합 테스팅 도구로써 테스트 계획수립 - 테스트 - 추적까지의 모든 워크플로우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발자 여러분을 위한 풍부한 진단기능을 통해 버그 파일링이 가능하며, Task-Driven 유저 인터페이스와
Fast-forward for Manual 테스팅 기능 등을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가치있는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Visual Studio 2010 Team Foundation Server와의 완벽한 통합과 연동으로 개발팀의 모든 멤버들과 모든 개발과정에서의
협업이 가능해졌으며, 사용자 스토리, Requirement, 프로그레스 리포트, 실시간 품질 측정에 대한 추적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팀 내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2010은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때 정보들을 팀에 제공하고, 빠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험요소를 줄여주는데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테스트 진행에 대한 시각화
테스트 진행사항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새로 출시된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2010은
여러분의 플랜-테스트-추적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완벽한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며 Task-Driven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2010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모든 팀원간의 효과적인 협업

심플해진 가상 랩 관리

여러분의 개발팀과 더욱 가깝게 협업하십시오. 프로젝트 구조물들은 중앙
리포지토리안에 보관되어 In-Context 형태로 제공되어 각 작업간의 전달
시간의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개발 및 테스트 프로세스는 통합된
도구로 연결되어 각각의 개발자와 테스터간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Test Professional 2010은 Lab Management 2010과 통합되어 다수의
하드웨어를 사용한 복잡한 테스트 환경을 셋업하고, 설정하고, 준비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확 줄여 줍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로 쉽고 빠르게 가상 환경
준비가 가능하며 Lab Management 2010은 각각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더 많은 테스트 주기를 부여하여 빌드-설치-테스트 워크플로우를 예측하도록
해드립니다.

테스팅 답사 작업을 통한 더 많은 테스트 커버리지
여러분의 시간과 역량을 테스팅 답사 작업을 통해서 복잡한 버그들을 찾아
내는데 집중하십시오.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2010은 여러분이
테스트 플랜에 대한 컨트롤을 통해 찾아낸 것만큼의 많은 버그들을 사전에
찾아내어 저장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테스트 진행과정에 대한 시각화
풍부하고, 상세하고, 인터랙티브한 진행 상황 리포트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엑셀, 리포팅 서비스, Sharepoint 등을 활용하십시오. 강력한 리포팅 및
대시보드 기능들은 전체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프로젝트 품질에 대한 지표들과 버그
find/Fix율, 코드 커버리지, 테스트 통과율과 같은 중요 정보들을 제공하여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개발자들을 위한 풍부한 액션 가능한 버그
새로운 버그들에 대한 IntelliTrace 로그들, 인덱스화 된 비디오와 스크린샷
과 같은 풍부한 진단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Management 2010과 함께 사용하여 환경 스냅샷들이 버그들에 추가되고
개발자들이 버그들을 테스트 환경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현 불가
능한 버그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 버리고 버그에 대한 책임 미루기로 소비
하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우선 도구 내장
테스트 임팩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내장된 기능으로 코드 변화에 따라
제안되는 테스트 리스트를 얻을 수 있으며 제공된 빌드에 대해 어떤 버그들
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빌드를 선택하여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작업에 대한 자동화
마이크로소프트 Test Runner를 사용하여 쉽게 여러분의 첫 번째 테스트
패스에 대해 Data-Driven 테스트 반복작업을 진행하십시오. 매뉴얼 테스팅을
위한 Fast Forward 기능을 활용, 다음 스텝에서의 패스들에 대한 검증 작업
진행에서 빠르게 여러분의 테스트 케이스상의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 있습
니다. 단계 공유를 통해 여러분의 테스트 플랜 전반에 걸친 테스트 싸이클을
더욱 가속화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업 아이템들에 대한 제어
플랜-테스트-추적 워크플로우를 유지하기 위해 Test Manager 2010을
사용, Task-Driven 형태로 일하십시오. 엑셀이나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테스트 케이스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유연한 아키텍쳐는 디폴트 밸류, 패턴
매칭, 의존도 선택 리스트 및 규칙 등의 옵션들에 대한 프로세스와의 매핑
요구에 대해 버그, 유저 스토리, 작업들, 요구사항들을 커스터마이징하고
워크플로우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nd-to-End 추적 가능
유저 스토리와 요구사항은 Team Explorer를 통해서 쉽게 Access 가능
하며 이것은 각 요구사항들이 생기면서부터 테스팅에 적용되고 릴리스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Team Explorer는 크로스
서브젝트 부분에 대한 리포팅에 있어서 단일 시작점으로 작동하게 되며, 여러
분이 테스트 케이스에서부터 유저 스토리, 요구사항에 대해 있어서의 링크
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MSDN Subscription 혜택
MSDN Subscription은 심플한 라이선스로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개발
과 테스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과 상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Microsoft Visual Studio Test Professional 2010 설치에 필요한 사항
운영체제

프로세서

램

하드 디스크
여유공간

닷넷 프레임워크

모니터 해상도

인터넷

기타

Microsoft Windows XP with
Service Pack 2, Windows VistaTM
또는 Windows Server 2003
이상, 또는 Windows 7 운영체제

1.6GHz
이상의
CPU

1GB
이상의
RAM

3GB의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NET Framework 4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설치됨)

24비트 색상의
1280 x 1024 또는
더 높은 해상도,
DirectX 9 비디오 카드

Internet
Explorer 8

Microsoft Office 2007
이상, DVD-ROM 드라이브

비주얼 스튜디오 팀 파운데이션 서버 2010

개발팀 완벽 협업을 위한 허브
Microsoft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전체 IT 생명주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 관리 솔루션의 핵심에 있는 협업
플랫폼입니다. Team Foundation Server 2010은 팀원 모두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해주며, 팀의 지식의 공유와
축적을 통해서 더욱 유연하게 고품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해 드립니다. 프로젝트 산출물과 작업 항목 추적 데이터, 소스
컨트롤, 빌드, 테스팅 툴 모두가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며, 강력한 리포트와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해서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록, 높은 수준의 추적성,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 품질과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0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허브로서 기능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팀은 작업의 우선 순위를 올바르게 정할
수 있고, 변화가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진척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즈니스 목표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2010 Team Foundation Server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전체 팀의 데이터 흐름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줍니다.

유연한 빌드 자동화

프로젝트 산출물은 중앙 저장소에 저장이 되며, 이것은 각 작업들 사이에서

Build Queuing과 Build Agent Pooling과 같은 강력한 기능이 추가된

전달되는 시간의 낭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윈도우즈 워크플로우 기반의 빌드는 쉽게 커스터마이징, 관리, 확장이 가능

만들어줌으로써 팀 멤버들이 각 역할들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합니다.

실질적인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엔터프라이즈 가용성
실시간 관찰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 64비트 서버 지원, 새로운 프로젝트 컬렉션 격리와

강력한 리포팅과 대시보드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개발

같은 기능들은 대규모 팀에서 쉽게 Team Foundation Server 2010은 자신

기간에 따른 추이 변화와 실시간 상황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들을 통

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서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빠른 경고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이 현 상황을
앞서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프로
젝트의 방향을 정정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가볍고 유연한 계획 도구
새로운 엑셀 애자일 플래닝 워크북은 팀이 쉽게 스크럼과 같은 애자일 소프트
웨어 개발 기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품 백로그를 만들고, 관리

전체적인 추적성

함으로써 팀의 속도를 추정하고 프로젝트를 각각의 이터레이션으로 쪼갤 수

요구사항, 작업항목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조회하며

있습니다. 각 이터레이션의 백로그는 이터레이션의 계획과 진척 상황을 점검

리포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Team Foundation Server 2010은 프로젝트

하는 데 쓰입니다.

전체적인 추적을 가능하게 하며 여러분이 쉽게 상황을 추적하고 비즈니스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 관리

목표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품질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서버와의 통합은 각 비즈니스 당사자들

병렬 개발

과 프로젝트 매니저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상황을 더 잘 통찰할

소스 코드의 분기, 병합 작업은 이해하고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 현재 비즈니스 요구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계층 뷰와 시간대별 보기를 같이 사용해서 하게 되면, Team Foundation

수 있으며,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erver 2010은 소스코드의 범위, 구조와 관리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쉽게

소규모 팀을 위한 간편해진 설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규모 팀이나 개인 개발자도 새로운 기본 설치 옵션을 사용해서 전체 설치를

빌드 실패의 방지

할 필요 없이 Team Foundation Server 2010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

새로운 게이티드 체크인 기능은 코드를 전체 저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니다.

함으로써 비용이 높고 시간을 소모하는 빌드 실패가 같은 분기를 쓰는 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Team Foundation Server 설치에 필요한 사항
운영체제

프로세서

램

하드 디스크
여유공간

닷넷 프레임워크

모니터 해상도

인터넷

기타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2008 R2, 2003, 2003
R2, Windows VistaTM 또는
Windows 7 운영체제

2.2GHz
이상의
CPU

1GB
이상의
RAM

8GB의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NET Framework 4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설치됨)

24비트 색상의
1280 x 1024 또는
더 높은 해상도,
DirectX 9 비디오 카드

Internet
Explorer 8

Microsoft SQL Server
2008, Windows
SharePoint Server 3.0
SP1, DVD-ROM 드라이브

††† Azure 혜택 : 1개월에 250 compute hrs, 7.5GB storage, 3GB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용량, 1개월에 1M .NET 메시지
††† Azure 혜택 : 1개월에 100 compute hrs, 5GB storage, 2GB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용량, 1개월에 500k .NET 메시지
††† Azure 혜택 : 1개월에 50 compute hrs, 1개월에 3GB storage, 1GB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용량, 1개월에 300k .NET 메시지
1. 하나 또는 이상의 Microsoft Visual Studio Load Test Virtual User Pack 2010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당 라이선스로서 애플리케이션 기획, 개발, 테스팅과 데모용으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UML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Object Management Group, Inc.
Windows is either a registered trademark or trademark of Microsoft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2번지 포스코 센터 서관 5층 (우) 135-777
고객지원센터 : 1577-9700, 제품 홈페이지 : http://www.microsoft.com/visualstudio, 개발자 포털 : http://msdn.microsof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