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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1

1.1 프로젝트 관련 기능
1.1.1

프로젝트 산출물 완성률 추적

프로젝트 생성/수정 클릭 시 현재 프로젝트 정보들을 토대로 프로젝트 산출물 자동 완성률을 표
시합니다. (V1.1 Patch)

1.1.2

프로젝트 정보 요약 신규 UI

프로젝트 조회 > 프로젝트 정보 (파일 수, 라인 수, 함수 수 등)를 보여주는 화면이 존재합니다.
(V1.1 Patch)

1.1.3

회차 자동 닫기 기능 지원

도구/SCM 기준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프로젝트 회차가 증가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
니다.

1.1.4

이력의 그래프에 출력되는 회차 정보 클릭 시, 해당 회차로 이동 기능 지원

프로젝트 현황에서 그래프를 클릭할 시 해당 회차 상세화면으로 넘어가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1.2 VPES 설정
1.2.1

SSL 지원

HTTP 프로토콜이 뿐만 아니라 HTTPS 프로토콜에서도 VPES가 지원됩니다. (V1.2 Patch)

1.2.2

라이센스 설정 기능

VPES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고 등록 할 수 있는 화면이 존재합니다. (V1.2 Patch)

1.3 예외 처리 사유 관련 기능
1.3.1

예외 처리 사유 작성 시, 이전에 작성한 예외 처리 정보 불러오기 기능 지원

예외 처리 작업시 같은 예외일 경우 이전에 작성한 예외 처리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추
가되었습니다. (V1.3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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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출물 관련 기능

1.4.1

엑셀리포트 지원

Hwp 리포트 뿐만 아니라 엑셀로도 리포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4.2

산출물 리포트 출력 시, 예외 사유 작성 보고서의 “예외 통합 관리” 와 “예외 개별
관리” 선택 기능 지원

동일한 예외처리 인 경우 표로 묶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1.5 도움말 관련 기능
1.5.1

도움말 소스코드 메트릭 상세 안내

도움말 화면에 소스코드 메트릭 정보에 대한 가이드 및 코드 리펙토링 기법 설명하는 화면이 존
재합니다. (V1.1 Patch)

1.6 CodeScroll 도구 업로드 관련 기능
1.6.1

CodeScroll 도구 결과 Import 기능 지원

CS도구에서 추출한 결과파일을 수동으로 VPES 프로젝트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
니다.

❖ 버전 정보가 적혀 있는 항목(예 : V1.1 Patch, V1.2 Patch 등)은 현재 버전이 릴리즈되기 전에
Patch로 반영된 항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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