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을 위한 질문 

 어떤 버전의 InstallShield 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고객사의 조직에는 얼마나 많은 개발자가 있습니까 ? 
몇 명의 개발자들이 설치프로그램을 제작 하십니까 ?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Windows® Vista 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  
윈도우 비스타를 위한 고객의 설치를 최적화 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 ? 
사용자 계정 컨트롤(UAC)과 Vista 의 새로운 보안 조치를 알고 있나 ? 

- 여러가지 혼란을 발생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UAC 는 부적절한 
설치라는 메시지를 최종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추가로 비밀번호를 
요구 합니다.  

- 귀하의 응용프로그램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까 ?  
만약 그렇다면 InstallShield 는 관리자 권한 획득을 위한 UAC 
Prompt 를 최소화 하여 귀하의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InstallShield 2009 는 Digital Signing 을 위한 추가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Application 이 올바르게 Sign 되도록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UAC 가 여러분의 Application 이 “Unknown 
origin”으로 표시되는 것과 이 정보를 EndUser 에게 전해주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 InstallShield 2009 는 패치를 설치 하는 관리자 자격 증명이 저장 
되거나 자동적으로 재 사용 되는 것을 허가하며 UAC Prompt 가  
관리자 권한을 승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Elevation-free 패치를 지원 
합니다. 

  비스타를 위한 귀하의 어플리케이션의 인증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 
귀하는 귀사의 애플리케이션이 비스타 Best Practice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  

- InstallShield 2009 는 귀하의  official Vista Logo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InstallShield 2009 의 Vista 로고 가이드라인과 모범 사례 및 지침을 
얻으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류 발생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설치에 불필요한 재부팅을 피하는 기능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 설치 과정에서 재부팅을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충돌을 식별할 수 있는 Restart Manager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InstallShield 2009 는 개발자의 응용 프로그램을 비스타에 설치하는 
동안 Restart Manage 를 활용하여 충돌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하여 설치 과정에서 재부팅의 필요 여부를 
개발자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Visual Studio 2005 또는 2008 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귀하의 설치 
프로그램 제작도구는 Visual Studio 의 최신버전을 지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  

 

 

 

 설치를 위해 InstallScript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사용하시고 
계신 InstallScript 언어에 비해 12, 2008, 2009 버전에서 상당히 많은 
기능의 확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고객의 설치 프로그램에서 .NET, IIS 와 SQL Server 등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  

 고객은 설치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MS SQL Server( SQL Server 2005 
Express 포함), Oracle, MySQL 또는 IIS 와 같은 서버 기술의 구성을 
포함하기원하십니까 ? 고객은 사용자 지정코드의 작성을 하십니까?  

 고객은 다중 언어를 위한 로컬 라이즈된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  

 고객은 레거시 프로젝트 또는 InstallScript 프로젝트를 MSI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를 원하십니까 ?  

 Installation Developers, Developers, and Development Management 
누가 윈도우 플랫폼을 위한 강력하고, 유연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설치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원하는가 

 Technical Support/Field Engineers 누가 설치와 설정과 관계된 지원콜의 
감소가 필요한지 

 System Administrators 누가 언제든 원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구성되기를 원하는가 

 Product Managers 누가 Windows Vista 에 대한 대비를 와 소프트웨어의 
출시 시간을 단축하기를 원하는가  

좋은 제품의 결말은 높은 품질의 설치 입니다. 확실하게 만든 제품은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여 최종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지원 비용의 감소 및 
제품 출시를 더욱 빠르게 합니다.  

가장 최신 버전의 InstallShield 2009 는 신뢰 할 수 있는 업계 표준의 설치 
솔루션 제작 툴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두 가지의 특별한 방법 :  

 “Stay Current” – InstallShield 2009 는 Windows Enbedded CE 6.x, SQL 
Server 2005, .NET 3.0, IE 7.0 등과 같은 마이크로 소프트의 최신 기술을 
지원하며 SSL 과 IIS7.0 의 지원으로 SaaS 환경을 지원 합니다. 또한 전 
제품에 걸쳐서 현재의 기능보다 많은 기능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ptimize for Windows Vista” – InstallShield 2009 는 MS Windows 
Vista  지원을 위한 UAC, Restart Manager, Internet Explorer 7, Windows 
Installer 4.5 beta 등과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포함합니다.

Positioning Statement 
InstallShield is the industry-standard solution 
for ensuring that your Windows software 
products are correctly installed, configured, 
updated and eventually uninstalled on your 
customers’ systems. With InstallShield, end 
users get the best possible first experience, and 
software producers keep customer satisfaction 
high and support costs low. 

 50 개의 소프트웨어사 중 432 개가 사용 

 상위 100 개중 94 개의 ISV 가 사용 
 세계적으로 5 억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기술  
 82% 가 브랜드를 인식 

Pricing 
InstallShield 2009 Express (English) 
 
InstallShield 2009 Professional (English) 
 
InstallShield 2009 Premier (English) 
 
InstallShield 2008 Express (German) 
 
InstallShield 2009 Professional (German) 
 
InstallShield 2009 Premier (German) 
 
Licensed on a per-machine basis with no 
Runtime License. 

Concurrent licensing available on request –
please contact your channel manager for
details. 

For Help Contact: 
SOFTBANK Commerce Korea 
 
 Sales 
양운석 과장 
Direct  
+82-2-2187-0107 
usyang@softbank.co.kr  

Technical Support / Consulting : 
송범석 과장 
Director  
+82-2-2187-0181 
installshield@softbank.co.kr 

InstallShield® 2009 

중요 이점 

대상 고객과 목표 



 

 

InstallShield® 2009

IS2009_CC_May08

   Windows Vista Systems 을 위한 능력 – InstallShield 2009 는 Windows Vista 설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최적화됨. 

 품질 유효성 테스트 

- 윈도우 비스타 공인 로고에 대한 유효성 검사 – Windows Vista의 설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MSI 설치 프로그램을 검사. 

- InstallShield Best Practices 유효성 검사 – InstallShield 2009는 Basic MSI와 InstallScript 

MSI 에 대해 Microsoft 지침서에 대한 확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타당성을 제공하는 

InstallShield Best Practices Validation Suite 제공  

 사용자 계정 컨트롤 (UAC) 지원 – 설치 방법을 제어하여 Windows Vista에서 관리자 권한을 

관리합니다. UAC 프롬프트를 통해 설치 능력을 사용하기 쉽게 최적화하여 UAC 보안에 대한 

이점을 유지합니다. 다이얼로그에 UAC Shield 로고 추가를 위한 지원 
 Restart Manager 지원 – 최종 사용자 환경의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동안 재부팅 최소화 

 Vista 최적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포함된 기능 : 디지털 서명 향상, Custom Action 
Behavior 에 관한 문서 지원, Project-Wide 기반에서 Windows Installer 4.5 Beta 로그 지원, 
64bit 시스템을 위한 Registry Reflection 지원 과 InstallScript 아래쪽의 UAC 지원 

 Managed-Code Custom Actions 지원 – – MSI, InstallScript MSI, MergeModule, Web 
Project 에서 .NET 어셈블리의 공용 메서드 내용 호출을 위해 수동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 낭비 없이 Managed-Code Custion Action 을 통해 쉽게 추가 해줌 

 Installing Multiple Product Instances – 동일한 머신에 동일한 제품의 여러 인스턴스를 
설치 할 수 있게 해줌.. 

 Installation Chaining – 하나의 설치로 연결된 여러가지의 MSI 에 연관된 기능들과 함께 
필수구성요소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Windows Installer 4.5 Beta Support – Windows Installer 4.5.베타버전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여 MSIs 를 제작합니다. 

 Visual Studio 2008 Support – InstallShield 는 Visual Studio 2008 과 통합되어 개발자가 
사용하는 Visual Studio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터페이스 내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NET Framework 3.5 Support – Microsoft .NET Framework 3.5, Visual Studio 2008 의 
주요 개선 사항을 설치프로그램에 포함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Hebrew and Arabic Language Support – 히브리어 및 아랍어에 설치하는 텍스트를 
제공하여 제품의 지원언어를 확장합니다.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 InstallShield 2009 윈도우 비스타 최적화를 위한 주요 기능

 Wise(Symantec/Altiris) – 제한된 개발, 개발사가 더 이상 설치 툴에 초점을 맞추지 않음 

 InstallAware – 기능의 설정이 제한되고 필드 테스트의 부족으로 인해 제한된 고객 기반 
부족으로 인해 제한된 품질 테스트 

 Shareware/Freeware – 커스터마이즈 되지 않으며 강력하지 않고 부족한 지원과 교육, 
제한된 기능의 개발 

 Homegrown – 일반적으로 Hard 를 유지하고, 제한된 유연성과 불안정하며 확장성이 
부족함. 

초보자를 위한

 InstallShield 는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를 통해 제작과정과 
개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필요한 파일 종속성을 찾아 지능적으로 추가하며 
Third-party 기술의 종속성을 추가하고 지능적으로 수십 개의 범용 적인 오브젝트 및 머지 
모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nstallShield 는 공통의 설치 작업을 통해 간단하거나 복합적인 인스톨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InstallShield 는 높은 품질의 설치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InstallShield 의 단순 패치 와 
업그레이드 제작, 독립 빌드 시스템 지원, 디버깅, 시스템 구축 및 빌드 리포트 빌드 도구 
지원으로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  

 자동화된 마법사와 강력한 통합 개발환경 ( IDE ) 템플릿과 내장 오브젝트들을 
포함하여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고객 :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법사’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고객의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인스톨 할 수 있다. 

InstallShield 2009 에서 설치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기능

InstallShield 2009 에서 개발자를 돕는 새로운 기능들

InstallShield 2009 Premier Edition 의 고급기능

 Hebrew 와 Arabic 언어 지원 – 히브리어와 아랍어 설치 텍스트 지원 

 InstallShield MSI Diff – 두 가지의 MSI, MSM PCP, MSP DB 또는 InstallShield 
프로젝트들을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색으로 표시 

 InstallShield MSI Query – 개발자의 코드를 직접적인 시각적 표현으로 표시 하여 SQL 
문장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InstallShield MSI Sleuth – MSI 패키지를 상대로 서드파트 인스톨러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확인합니다.  

 InstallShield MSI Grep – MSI 와 MSM 파일의 실행을 검색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정 
요소를 찾습니다.  

 Install InstallShield on Multiple Machines – Premier Edition 은 여러 가지 머신과 
대규모 환경에 이상적인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