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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처리(Dig)하기
프로젝트의 이슈 페이지는 주요 문제 코드의 위치와 코드에
추가된 시점, 코드를 작업한 사용자 등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면 메일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여 나에게 할당된 이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인사이트(insight)
프로젝트의 코드를 Reliability, Security, Maintainablity,
Coverage, Duplications, Size, Complexity 등의 관점에서
탐색하여 주의가 필요한 파일을 강조 표시하는 버블 차트로
기술 부채에 대하여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핫 스팟(Security Hot spots)
전체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안에 민감한 코드를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SonarQube가
시큐리티 핫 스팟을 감지하면 개발자는 시큐리티 핫 스팟을
검토하고 코드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정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히스토리 가시화
프로젝트 코드 개발 활동 목록과 시간 경과에 따른 프로젝트
측정 값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간에
대한 품질 척도를 변화, 분석하고 프로젝트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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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뷰
경영진은 거버넌스 제품의 일부로 제공되는 집계된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품질에 대한 큰 그림을 얻고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신뢰성, 보안, 유지보수성, 릴리즈 가능성 등을 표시합니다. * Enterprise Edition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코드 품질 점검
SonarQube는 조직에서 개발된 코드를 지속적으로 인스펙션하여 소스 코드 품질 현황 가시화, 리스크 분석, 소스 코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직의 품질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지속적인 인스펙션

품질 요구사항 결정

품질 중앙화

지속적인 통합처럼 지속적으로 코드

품질 게이트를 통해 표준화된

조직의 다양한 언어로 개발된 코드의

인스펙션을 통해 품질 문제를 해결

코드 품질 요구사항을 설정

품질을 가시화하고 단일 위치에 관리

다중 언어 분석

DevOps 통합

플러그인 라이브러리

Sonarqube는 20개의 프로그램

다양한 빌드 시스템과 CI 엔진을

다수의 플러그인을 통해

언어에 대한 코드 분석을 지원

지원하여 DevOps에 쉽게 통합

Sonarqube의 기능을 확장

Edition

* 에디션 및 Lines of Code(LoC) 단계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이 책정됩니다.

Community Edition

Developer Edition

Enterprise Edition

Data Center Edition

20,000 회사에서 사용중

개발자를 위한 빌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설계

고가용성을 위한 버전

무료&오픈 소스

최대 20M LoCs

최대 100M LoCs

최대 500M LoCs

˙ SonarQube

˙ Community Edition 포함

˙ Developer Edition 포함

˙ Enterprise Edition 포함

˙ 버그 및 취약점 탐지

˙ 브랜치 분석 지원

˙ 포트폴리오 관리

˙ 컴포넌트 리더던시

˙ SonarLint

˙ SonarLint 알람

˙ 관리자 리포트

˙ 데이터 무결성

˙ CI/CD 통합

˙ 24 언어 지원

˙ OWASP/CWE 보안 리포트

˙ 60+ 플러그인

˙ 29 언어 지원

˙ 17 언어 지원

˙ Java, C#, JavaScript
˙ TypeScript, CloudFormation

˙ Community Edition 포함
˙ C, C++, Obj-C

˙ Developer Edition 포함
˙ Apex, COBOL

˙ Terraform, Kotlin, Ruby, Go
˙ Scala, Flex, Python, PHP

˙ Swift, ABAP
˙ T-SQL, PL/SQL

˙ PL/I, RPG, VB6

˙ Developer, Enterprise 전체
언어 포함

˙ HTML, CSS, XML and V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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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코드 품질 현황
프로젝트의 홈페이지에는 품질 게이트, 버그, 취약점, 코드
Smell, 커버리지, 중복 코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며 프로젝
트 코드가 품질 측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빌드와 통합을 통해 소스 코드 품질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코드에 포커스
새 코드 정의(Clean as You Code)는 간단하지만 파워풀한
코드 품질 관리 방법입니다. 항상 새로운 코드(추가되거나
변경된 코드)에 초점을 맞춰 코드 품질 및 코드 보안을 강조
표시합니다. 일단 새로 발생된 문제들을 쉽게 파악하고 제어
하면 코드 품질은 기계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SonarQube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알려
줍니다.

품질 게이트 적용
SonarQube에서 개발자는 자신의 코드 품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팀에서 코드 품질 관리 수행을 위하여
품질 게이트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 게이트는 조직이
원하는 코드 품질 요구사항의 집합이며 이를 통해 코드를 출시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 분석
SonarQube는 각 브랜치 별로 문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브랜치에 발견된 문제를 수정하고 클린하고 승인된
코드만을 마스터 저장소에 병합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Developer Edition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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