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나날이 강력해지는 Visual Studio

Team Foundation 
Server 2017
코드를 공유하고, 작업을 추적하고,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기 위한 모든 것

어떤 언어든 어떤 툴이든 시작은 무료아이디어를 앱으로

2017
늘 최신 버전을 사용하려면?

기존 Visual Studio Subscriptions 고객
(구 Visual Studio with MSDN Subscriptions 고객)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시면,

늘 Visual Studio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Visual Studio Professional 단품 보유 고객 포함)

지금 Visual Studio Subscriptions를 구매하세요!

Microsoft 리셀러에게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Java, Python, HTML5, 
JavaScript, C# 등 

Visual Studio, Eclipse, 
Xcode를 포함해 어떤 IDE든 

코드 에디터든 

– 모든 Git 클라이언트와 동작 

5명까지는 TFS Express로 

무료 사용 가능 

코드 리포지토리, 지속적 통합, 

버그와 작업 추적, 애자일 플래닝 

툴 포함

NEW



더욱 강력해진 코드 네비게이션, IntelliSense, 그리고 리팩토링으로 돌아온 Visual Studio 2017!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든 Visual Studio가 

여러분이 더욱 생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Visual Studio 2017 출시 Visual Studio 2017로!

Visual Studio 2017의 특장점

https://www.visualstudio.com/ 

생산성 극대화
강화된 코드 네비게이션, IntelliSense, 리팩토링, 코드 픽스, 디버깅이 여러분의 개발 작업을 

더 편하고 빠르게 만들어드립니다. DevOps를 도입하셨나요? 

라이브 단위 테스팅과 실시간 아키텍처 의존성 유효성 검사가 협업을 더욱 간소화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근본의 재정의 
근본적인 작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Visual Studio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무거운 Visual Studio는 잊으십시오. 

원하는 모듈만 설치하시고, 더 빨라진 IDE를 통해 프로젝트와 솔루션 없이도 코드를 보고, 수정하고, 

디버깅 할 수 있습니다.

능률적인 Azure 개발
Microsoft Azure상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쉽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Azure 관련 툴의 집합이 빌트인 되었습니다. IDE에서 바로 Microsoft Azure상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구성하고, 빌드하고, 패키지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최고급 모바일 개발
Visual Studio 2017의 강화된 디버깅 및 프로파일링 툴과 단위 테스트 생성 기능을 통해, Android, iOS, Windows 

모바일 앱의 개발을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집니다. Xamarin, Apache Cordova, Visual C++ 크로스 플랫폼 라이브러리 등 

원하는 기술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Mobile development 
with .NET

Mobile development 
with JavaScript

Mobile development 
with C++

Game development 
with C++

Game development 
with Unity

Web development Azure development Python development Node.js development

Office/Sharepoint 
development

Data storage and 
processing

Data Science and 
analytical 
applications

Windows

Universal Windows 
Platform 
development

.NET desktop 
development

Windows desktop 
development with C++

Visual Studio 
extension 
development

Linux development 
with C++

웹과 클라우드

모바일과 게임

기타 도구 집합

https://www.visualstudio.com/vs/mobile-center/ 

Visual Studio Mobile Center 

모바일 개발자이신가요? 어떤 언어로 개발된 앱이든, Visual Studio Mobile Center의 클라우드와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를 활용해 릴리스 사이클을 더욱 빠르게 만들고, 유저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데이터를 얻어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자세히 
보기

Visual Studio for Mac

클라우드, iOS, Android,
Mac OS, 웨어러블 개발

단일 툴에서 디자인, 수정,

프로파일, 디버깅

다목적 생산적 유연성 효율적

수십만 익스텐션과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원 언어

클라이언트부터 

클라우드까지 전체의 

스택간 단일 언어를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