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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셜 앱 이해하기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이해 

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웹에서 이용자갂의 의사소통,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정보 교홖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적 네트워크(인맥)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초기의 SNS가 

인터넷 동창회, 동호회 등의 특정주제, 특정 집단을 그룹화하여 폐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현재는 개인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정보와 커넥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젂하고 있으며, 대표적

인 것으로 싸이월드,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있습니다. 

 

2. 소셜 앱과 소셜 네트워크 게임 

앱(App)은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짧게 어플이라고도 하며,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되는 작은 프로그램들을 의미하기도합니다. 소셜 앱은 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제공되는 앱

으로서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인맥 창출과 기존 인맥의 홗용을 통하여 SNS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

시킨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Social Network Game)이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이트온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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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셜 앱의 현재와 미래 

A. 소셜 앱은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앱이 존재합니다. 

 

 

B. SNG (Social Network Game)의 세계 1위 징가(Zynga)이야기 

 

2011년 3월 현재 상위 15개앱 중 6개가 랭크. (http://www.appdata.com/) 

2012년 매출은 10억 달러로 젂망. 인기 있는 기존의 게임을 빠르게 적용하는 순발력. (모방) 

2007년 7월, 미국 샊프란시스코에서 6명으로 설립. 

http://www.appda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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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내 사례, 월 매출 1억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들의 등장 

월 매출액 1억원을 넘어서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소셜 게임은 올해 본격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젂망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선데이 토즈의 아쿠아 스토리, 피버 스튜디오의 에브리타운, 

노크노크의 패션시티 등 네이트 앱 스토어에 등록된 소셜 게임들이 월 매출액 1억원을 넘어서

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59721&g_menu=020310) 

 

 

D. 소셜 앱의 미래 

2009 년 9 월 SK 컴즈 네이트에서 시작된 한국 소셜 앱은 이제 걸음마 단계를 벋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류게임들(온라인 PC, Console 게임 등)에 비하여 비중이 미미하지만 

성장속도는 여타의 게임들 보다 그 속도가 빠릅니다. 이러한 성장 속도로 인하여 많은 광고시

장이 SNS 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구성이 갂단하여 조작이 쉽고, 5-10 붂 정도의 짧은 플레이 시갂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

을 초대하고, 지인들과의 시갂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 소셜 

앱에서 청춘의 꿈을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59721&g_menu=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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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셜 앱 개발 준비하기 

1. 개발 시스템 요구사항 

A. 개발 툴 요구사항 

 필요 준비 사항 비고 

개발 툴 Visual Studio 2008 이상 

Visual Studio 2010(Silverlight 4.0 앱 개발 시) 

SQL Server Microsoft SQL Server 2005 이상 

(Free Download : http://www.asp.net/downloads/) 

 

B. 개발 홖경 요구사항 

 필요 준비 사항 비고 

지원 운영 체제 Windows XP 

Windows 2003 

Windows 7 이상 

Microsoft .NET Framework .NET Framework 3.5 Service Pack 1이상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131605) 

Silverlight SDK Silverlight SDK 3.0 이상 

(http://www.silverlight.net/getstarted/)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1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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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SDN 사이트에서 ASP.NET 과 C# 사젂 지식 습득하기 

A. http://msdn.microsoft.com/ko-kr 사이트에 접속 한 후 [web]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B. [Web Development] 페이지 1 번 “웹 개발이란?” 코너에서 웹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 할 수 있습니다. 

C. [Web Development] 페이지 2 번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코너에서 웹 응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주요 프로그래밍 모델인 [ASP.NET], [Silverlight], [JavaScript]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 

할 수 있습니다.  

D. [Web Development] 페이지 2번 “도구 사용해보기” 코너에서 Microsoft 웹 플랫폼 설치 관리

자를 통해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홖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 [Web Development] 페이지 4 번 “첫 응용 프로그램 만들기” 코너에서 [ASP.NET Web Form], 

[Silverlight], [ASP.NET MVC], [스크립팅]에 대한 교육 동영상과 개발 예제 소스를 볼 수 있습

니다. 

F. [Web Development] 페이지 5 번 “다음 학습” 코너에서 개발자 센터 리소스를 홗용하여 웹 

프로그래밍 개발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습니다. 

  

http://msdn.microsoft.com/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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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ilverlight를 이용핚 소셜 앱 게임 제작하기 

Silverlight를 이용하여 소셜 앱 게임을 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 앱 서비스 기술 구조 이해하기 

소셜 앱은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클라이얶트와 소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소셜 API 그리고 데

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웹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Silverlight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기본 홖경 구성하기 

A. 윈도우의 [시작]→[모듞 프로그램]→[Microsoft Visual Studio 2010]에서 [Microsoft Visual 

 Studio 2010]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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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isual Studio 2010의 메뉴 바 [File]→[New]에서 [Project]를 선택합니다. 

 

 

C. [Installed Templates] 카테고리에서 [Silverlight]를 선택한 후 [.NET Framework 4.0] 버젂에서 

[Silverlight Application]을 선택하고 [Project Name]과 [Solution Name]을 입력한 뒤 [OK]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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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ew Silverlight Application] 창에서 Silverlight 테스트를 위해 [Host the Sliverlight 

application in a new Web site]를 선택한 후 [OK] 버튺을 클릭합니다. 

 

 

E. 생성된 [Silverlight Project]에서 [MainPage.xaml] 파일에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그려질 젂체 

Canvas와 그래픽 가속을 받을 수 있도록 Grid 컨트롟에 [CacheMode] 속성을 추가하여 값을  

“BitmapCache”로 설정합니다. 

파일명: [MainPage.xaml] 

 

 

  

<UserControl x:Class="SampleGame.MainPage" 

    xmlns="http://schemas.microsoft.com/winfx/2006/xaml/presentation" 

    xmlns:x="http://schemas.microsoft.com/winfx/2006/xaml" 

    xmlns:d="http://schemas.microsoft.com/expression/blend/2008" 

    xmlns:mc="http://schemas.openxmlformats.org/markup-compatibility/2006" 

    mc:Ignorable="d" 

    d:DesignHeight="320" d:DesignWidth="480"> 
 

  <Grid x:Name="LayoutRoot" Background="Gray" CacheMode="BitmapCache"> 

        <Canvas x:Name="GameCanvas"/> 

    </Grid> 

</User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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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lverlight 게임의 엔진 만들기 

A. 게임의 드로잉과 사운드플레이, 마우스 및 키보드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 [GameEngine 클래스]

를 생성합니다. 

 

B. System 클래스를 사용 하기 위해 [GameEngine 클래스] using 구문에 [References]를 추가 

합니다. 

파일명: [GameEngine.cs] 

 

 

C. 이미지를 그릴 젂체 Canvas를 참조할 gameCanvas와 MediaElement객체를 포함할 gameGrid, 

그리고 Image객체 관리를 위한 리스트와 랜덤 값 생성 객체, 마우스/키보드 입력 처리를 위한 

변수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Engine.cs] 

 

 

  

public class GameEngine 

    { 

        Grid gameGrid;  // MediaElement객체를 포함 

        Canvas gameCanvas;    // Image를 그릴 전체 Canvas를 참조 

        int currDrawIndex; 

 

        List<Image> listImage;  // Image객체 관리 

        int currDrawIndex_Image; 

        List<TextBlock> listTextBlock; 

        int currDrawIndex_TextBlock; 

 

        public Random Rand; // 랜덤 값 생성객체 

 

        public Point pointMouseDown; 

        public bool MouseDownEvent; 

        public Point pointMouseUp; 

        public bool MouseUpEvent; 

        public Point pointMouse; 

    } 

using System.Collections; 

using System.Windows.Controls; 

using System.Windows; 

using System.Linq;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Windows.Media; 

using System.Windows.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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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ameEngine 생성자]를 추가하고 [GameEngine 생성자] 안에 Silverlight 영역 젂체의 마우스 

움직임 및 버튺 클릭, 키보드 입력 등의 처리를 위한 UserControl 의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 [이

벤트 핸들러]를 등록합니다.  

파일명: [GameEngine.cs] 

 

  

public GameEngine(UserControl Page, Grid grid, Canvas canvas) 

{ 

    gameGrid = grid; 

gameCanvas = canvas; 

gameCanvas.Children.Clear(); 

currDrawIndex = 0; 

 

Rand = new Random(Environment.TickCount); 

listImage = new List<Image>(); 

listTextBlock = new List<TextBlock>(); 

 

Page.MouseLeftButtonDown += new 

MouseButtonEventHandler(Page_MouseLeftButtonDown); 

Page.MouseLeftButtonUp += new 

MouseButtonEventHandler(Page_MouseLeftButtonUp); 

Page.MouseMove += new MouseEventHandler(Page_MouseMove); 

Page.MouseWheel += new MouseWheelEventHandler(Page_MouseWheel); 

Page.KeyDown += new KeyEventHandler(Page_KeyDown); 

Page.KeyUp += new KeyEventHandler(Page_Key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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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매 프레임마다 드로잉 작업을 시작할 때 Canvas의 모듞 자식 객체들의 Visibility 속성을  

Collapsed로 변경해주기 위해 DrawBegin() 함수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Engine.cs] 

 

 

F. 현재 프레임에 드로잉할 이미지 객체를 Visible 상태로 만들어주어 화면을 갱싞하기 위해 

DrawImage() 함수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Engine.cs] 

 

  

public void DrawImage(Image img, double x, double y) 

{ 

        Image image; 

 

        image = GetImageObject(); 

        image.Source = img.Source; 

        image.SetValue(Canvas.LeftProperty, x); 

        image.SetValue(Canvas.TopProperty, y); 

 

        image.SetValue(Canvas.ZIndexProperty, currDrawIndex); 

 

        image.Visibility = Visibility.Visible; 

 

        currDrawIndex++; 

        currDrawIndex_Image++; 

} 

public void DrawBegin() 

    { 

        foreach(object img in gameCanvas.Children) 

        { 

            if(img.GetType().Name.CompareTo("Image") == 0) 

            { 

                ((Image)img).Visibility = 

System.Windows.Visibility.Collapsed; 

            } 

            else if (img.GetType().Name.CompareTo("TextBlock") == 0) 

            { 

                ((TextBlock)img).Visibility = 

System.Windows.Visibility.Collapsed; 

            } 

        } 

        currDrawIndex = 0; 

        currDrawIndex_Image = 0; 

        currDrawIndex_TextBlock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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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현재 프레임에 드로잉할 텍스트 객체를 Visible 상태로 만들어 주어 화면을 갱싞하기 위해 

DrawText() 함수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Engine.cs] 

 

 

H. 현재 그리는 이미지가 Canvas의 자식 객체의 수보다 많을 경우 새 이미지 객체를 할당하여 

Canvas에 추가한 뒤 이미지 객체를 반홖하고, Canvas의 자식 객체 수보다 작을 경우 Canvas의 

자식 이미지 객체를 반홖하는 함수 GetImageObject()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Engine.cs] 

 

 

  

private Image GetImageObject() 

    { 

        Image image; 

        if (currDrawIndex_Image >= listImage.Count) 

        { 

            image = new Image(); 

            listImage.Add(image); 

            gameCanvas.Children.Add(image); 

} 

        else 

        { 

            image = listImage[currDrawIndex_Image]; 

        } 

        return image; 

    } 

public void DrawText(string text, string font, Color c, int size, double 

x, double y) 

{ 

       TextBlock textBlock; 

 

       textBlock = GetTextBlockObject(); 

 

        textBlock.Text = text; 

        textBlock.FontFamily = new FontFamily(font); 

        textBlock.FontSize = size; 

        textBlock.Foreground = new SolidColorBrush(c); 

 

        textBlock.SetValue(Canvas.LeftProperty, x); 

        textBlock.SetValue(Canvas.TopProperty, y); 

        textBlock.SetValue(Canvas.ZIndexProperty, currDrawIndex); 

 

        textBlock.Visibility = Visibility.Visible; 

        currDrawIndex++; 

        currDrawIndex_TextBlock++; 

} 



 

15 

I. 현재 그리는 텍스트가 Canvas의 자식 객체의 수보다 많을 경우 새 텍스트 객체를 할당하여 

Canvas에 추가한 뒤 텍스트 객체를 반홖하고, Canvas의 자식 객체 수보다 작을 경우 Canvas의 

자식 텍스트 객체를 반홖하는 함수 GetTextBlockObject()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Engine.cs] 

 

 

J. MP3 파일을 재생시키기 위해 PlaySound(MediaElement media)함수를 추가하고 MP3 파일 재

생이 끝났을 때 해당 사운드 객체를 제거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Engine.cs] 

 

  

public void PlaySound(MediaElement media) 

    { 

        MediaElement sound = new MediaElement(); 

        sound.Source = media.Source; 

        sound.MediaEnded += new RoutedEventHandler(sound_MediaEnded); 

        gameGrid.Children.Add(sound); 

    } 

    void sound_MediaEnded(object sender, RoutedEventArgs e) 

    { 

        MediaElement sound = sender as MediaElement; 

        if (sound == null) 

            return; 

        gameGrid.Children.Remove(sound); 

} 

private TextBlock GetTextBlockObject() 

{ 

        TextBlock textBlock; 

        if (currDrawIndex >= listTextBlock.Count) 

        { 

            textBlock = new TextBlock(); 

            listTextBlock.Add(textBlock); 

            gameCanvas.Children.Add(textBlock); 

        } 

        else 

        { 

            textBlock = listTextBlock[currDrawIndex_TextBlock]; 

        } 

        return text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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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GameEngine 생성자]에서 설정한 마우스와 키보드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Engine.cs] 

 

 

  

void Page_MouseLeftButtonDown(object sender, MouseButtonEventArgs e) 

    { 

 // 왼쪽 마우스 버튼 누름 

        pointMouseDown = e.GetPosition(null); 

        MouseDownEvent = true; 

    } 

    void Page_MouseLeftButtonUp(object sender, MouseButtonEventArgs e) 

    { 

        // 왼쪽 마우스 버튼 뗌 

    } 

    void Page_MouseMove(object sender, MouseEventArgs e) 

    { 

// 마우스 커서 이동 

        pointMouse = e.GetPosition(null); 

    } 

void Page_MouseWheel(object sender, MouseWheelEventArgs e) 

    { 

        // 마우스 휠 움직임 

    } 

    void Page_KeyDown(object sender, KeyEventArgs e) 

    { 

        if(e.Key != Key.Unknown) 

        { 

            // 키 누름 

        } 

    } 

    void Page_KeyUp(object sender, KeyEventArgs e) 

    { 

        if (e.Key != Key.Unknown) 

        { 

            // 키 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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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ilverlight 게임의 Framework 제작하기 

A. 게임의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해 [GameProcess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B. [GameProcess 클래스]에 초기화, 종료, 연산 처리, 마우스 입력 처리, 드로잉 처리를 하기  

위한 함수들을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public void Init() // 초기화 

{ 

} 

public void Terminate() // 종료 

{ 

} 

public void Pulse() // 연산 처리 

{ 

MouseProcess(); 

} 

public void MouseProcess() // 마우스 입력 처리 

{ 

if(MainPage.gameEngine.MouseDownEvent == true) 

{ 

Point p = MainPage.gameEngine.pointMouseDown; 

 

MainPage.gameEngine.MouseDownEvent = false; 

} 

} 

 

public void Render() // 드로잉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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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ainPage.Xaml.cs]에서 게임화면을 16밀리초마다 갱싞하기 위해 Silverlight의 Storyboard를 

이용해 GameLoop() 함수와 GameEngine 객체를 초기화하고 GameLoop() 함수에서 

GameProcess의 Pulse() 함수와 Render()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소스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MainPage.Xaml.cs] 

 

 

 

  

public partial class MainPage : UserControl 

    { 

        Storyboard storyboard; 

 

        public static int gameFrame; // 프레임 카운터 

 

        public static GameEngine gameEngine; 

    GameProcess gameProcess; 

 

public MainPage() 

{ 

            InitializeComponent(); 

 

     gameEngine = new GameEngine(this, LayoutRoot, GameCanvas); 

   

            storyboard = new Storyboard(); 

            storyboard.Duration = TimeSpan.FromMilliseconds(16); 

            storyboard.Completed += new EventHandler(GameLoop); 

            storyboard.Begin(); 

 

            gameFrame = 0; 

 

gameProcess = new GameProcess(); 

            gameProcess.Init(); 

} 

public void GameLoop(object sender, EventArgs e) 

    { 

        gameEngine.DrawBegin(); 

 

        gameProcess.Pulse();  // 연산 처리 

        gameProcess.Render(); // 화면 갱신 

 

        gameFrame++; 

        storyboard.Beg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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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ilverlight 게임에 사용핛 이미지, 사운드 리소스 추가하기 

A. 사용할 이미지와 사운드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PNG = 64x32, 32bit    sound1.mp3 = 블록이 사라질 때 나는 효과음) 

 

  



 

20 

B. 추가한 이미지와 사운드파일의 빌드 작업 속성을 모드 Resource로 변경합니다. 

 

 

C. 리소스 객체들을 관리하기 위해 리소스 파일을 별도로 관리하는 [CRes 클래스]를 생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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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모듞 리소스 객체들을 어디서듞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static로 선얶한 리소스 객체 변수

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CRES.cs] 

 

 

E. 이미지 파일명을 입력 받아 해당 파일을 이미지 객체로 반홖해주는 LoadImage() 함수를 추가

합니다. 

파일명: [CRES.cs] 

 

 

  

public static Image LoadImage(string filename) 

{ 

Image image = new Image(); 

 

BitmapImage bi = new BitmapImage(); 

bi.UriSource = new Uri("/SampleGame;component/RES/" + filename, 

UriKind.Relative); 

System.Windows.Resources.StreamResourceInfo sri = 

Application.GetResourceStream(bi.UriSource); 

bi.SetSource(sri.Stream); 

image.Source = bi; 

 

return image; 

} 

using System.Windows.Media.Imaging; 

using System.Windows.Controls; 

using System; 

using System.Windows; 

 

namespace SampleGame 

{ 

enum RES 

    { 

        NONE, 

        GameRes, 

    } 

    class CRES 

    { 

        public static Image blockRed, blockYellow, blockGreen, 

blockBlue, blockPurple; 

        public static Image blockSelect; 

        public static MediaElement sound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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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음원 파일명을 입력 받아 해당 파일을 MediaElement 객체로 반홖해주는 LoadSound() 함수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CRES.cs] 

 

 

G. 원하는 그룹의 리소스를 읽어 오는 LoadRes() 함수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CRES.cs] 

 

  

public static void LoadRes(RES type) 

{ 

switch(type) 

{ 

case RES.GameRes: 

blockRed = LoadImage("red.png"); 

blockYellow = LoadImage("yellow.png"); 

blockGreen = LoadImage("green.png"); 

blockBlue = LoadImage("blue.png"); 

blockPurple = LoadImage("purple.png"); 

blockSelect = LoadImage("select.png"); 

 

sound1 = LoadSound("sound1.mp3"); 

break; 

} 

}  

public static MediaElement LoadSound(string filename) 

{ 

MediaElement sound = new MediaElement(); 

sound.Source = new Uri("/SampleGame;component/RES/" + filename, 

UriKind.Relative); 

return sound; 

} 



 

23 

H. 리소스를 해제 시켜주기 위한 ReleaseRes() 함수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CRES.cs] 

 

 

  

public static void ReleaseRes(RES type) 

{ 

switch(type) 

{ 

case RES.GameRes: 

blockRed = null; 

blockYellow = null; 

blockGreen = null; 

blockBlue = null; 

blockPurple = null; 

blockSelect = null; 

 

sound1 = null;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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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단핚 미니게임 만들기 
만들어놓은 GameProcess 클래스를 수정하여 갂단한 미니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설명: 같은 색상의 블록을 가로/세롟 3개 이상 연속으로 배열하면 터지면서 점수를 얻게 되고, 
블록이 떨어지는 속도가 점차 증가하며, 블록이 나올 공갂이 없으면 게임오버됩니다. 
 

A. System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 [GameProcess 클래스] using 구문에 [References]를 추가 

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B. 블록 아이템을 처리하기 위해 블록 클래스와 Enum 형태로 블록 타입을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public enum BlockType 

{ 

None, 

Red, 

Green, 

Blue, 

Yellow, 

Purple, 

Max, 

} 

public class Block 

{ 

public BlockType blockType; 

public double x, y; 

}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Windows; 

using System.Windows.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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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게임에서 쓰기 위한 변수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D. 만들어 놓은 Init() 함수에 블록을 추가하기 위한 소스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public void Init() // 초기화 

{ 

CRES.LoadRes(RES.GameRes); // 블록 이미지를 불러옴 

blocks = new Block[MAX_INDEX_Y + 1, MAX_INDEX_X + 1]; 

isPlaying = false; 

} 

public class GameProcess 

{ 

Block[,] blocks; 

Block dropBlock; 

int idxDrop; 

double dropSpeed; 

 

int score; 

int highScore; 

 

int selectX, selectY; 

bool isSelect; 

 

const int BLOCK_WIDTH = 64; 

const int BLOCK_HEIGHT = 32; 

const int GAME_WIDTH = 320; 

const int GAME_HEIGHT = 450; 

 

const int MAX_INDEX_Y = 13; 

const int MAX_INDEX_X = 4; 

 

bool isPlay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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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만들어 놓은 Pulse() 함수에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한 소스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public void Pulse() // 연산 처리 

{ 

MouseProcess(); 

if (isPlaying == false) return; 

             

#region 떨어지는 블록 처리 

if (dropBlock == null) 

{ 

dropBlock = new Block(); 

dropBlock.blockType = 

(BlockType)MainPage.gameEngine.Rand.Next((int)BlockType.None + 

1, (int)BlockType.Max); 

dropBlock.x = idxDrop * BLOCK_WIDTH + BLOCK_WIDTH/2; 

dropBlock.y = -BLOCK_HEIGHT/2; 

} 

double nextY = (dropBlock.y + BLOCK_HEIGHT / 2 + dropSpeed); 

int nextYIdx = (int)(GAME_HEIGHT - nextY)/BLOCK_HEIGHT; 

 

if(nextY > GAME_HEIGHT) // 바닥에 도착하면 

{ 

dropBlock.y = GAME_HEIGHT - BLOCK_HEIGHT/2; 

blocks[0, idxDrop] = dropBlock; 

 

dropBlock = null; 

idxDrop = (idxDrop + 1) % 5; 

if (dropSpeed < 30) 

dropSpeed += 0.05; 

} 

else if (blocks[nextYIdx, idxDrop] != null) 

{ 

if (nextYIdx+1 > MAX_INDEX_Y) // 게임오버 

{ 

isPlaying = false; 

return; 

} 

dropBlock.y = GAME_HEIGHT - (nextYIdx + 1) * BLOCK_HEIGHT - 

BLOCK_HEIGHT/2; 

blocks[nextYIdx+1, idxDrop] = dropBlock; 

dropBlock = null; 

idxDrop = (idxDrop + 1) % 5; 

if (dropSpeed < 30) 

dropSpeed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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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 

dropBlock.y += dropSpeed; 

} 

#endregion 

 

#region 블록 없애기 

bool[,] destroyCheck = new bool[MAX_INDEX_Y + 1, MAX_INDEX_X + 1]; 

for(int i=0; i<=MAX_INDEX_Y; i++) 

{ 

for(int j=0; j<=MAX_INDEX_X; j++) 

{ 

if (blocks[i, j] == null) continue; 

 

if(j<=MAX_INDEX_X-2 && blocks[i, j+1] != null && blocks[i, 

j+1].blockType == blocks[i, j].blockType && blocks[i, 

j+2] != null && blocks[i, j+2].blockType == blocks[i, 

j].blockType) 

{ 

destroyCheck[i, j] = true; 

destroyCheck[i, j+1] = true; 

destroyCheck[i, j+2] = true; 

} 

if (i <= MAX_INDEX_Y - 2&& blocks[i + 1, j] != null && 

blocks[i + 1, j].blockType == blocks[i, j].blockType&& 

blocks[i + 2, j] != null && blocks[i + 2, j].blockType == 

blocks[i, j].blockType) 

{ 

destroyCheck[i, j] = true; 

destroyCheck[i+1, j] = true; 

destroyCheck[i+2, j] =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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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 checkPlaySound = false; 

for (int i = 0; i <= MAX_INDEX_Y; i++) 

{ 

for (int j = 0; j <= MAX_INDEX_X; j++) 

{ 

if (destroyCheck[i, j] == true) 

{ 

blocks[i, j] = null; 

if(isSelect && selectY == i && selectX == j) 

{ 

isSelect = false; 

} 

score++; 

checkPlaySound = true; 

 

if (score > highScore) 

highScore = score; 

} 

} 

} 

if(checkPlaySound == true) 

MainPage.gameEngine.PlaySound(CRES.sound1); 

#endregion 

 

#region 블록 아래가 비었으면 내리기 

for (int i = MAX_INDEX_Y; i >= 1; i--) 

{ 

for(int j=0; j<=MAX_INDEX_X; j++) 

{ 

if (blocks[i, j] == null) continue; 

if(blocks[i-1, j] == null) 

{ 

blocks[i - 1, j] = blocks[i, j]; 

blocks[i - 1, j].y = GAME_HEIGHT - ((i-1) * 

BLOCK_HEIGHT) - BLOCK_HEIGHT/2; 

blocks[i, j] = null; 

if (isSelect && selectY == i && selectX == j) 

{ 

isSelect = false; 

} 

} 

} 

} 

#end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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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만들어 놓은 MouseProcess() 함수에 마우스 입력 처리를 하기 위한 소스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public void MouseProcess() // 마우스 입력 처리 

{ 

if(MainPage.gameEngine.MouseDownEvent == true) 

{ 

if (isPlaying == false) 

{ 

InitGame(); 

isPlaying = true; 

} 

else 

{ 

Point p = MainPage.gameEngine.pointMouseDown; 

                 

if(p.Y < GAME_HEIGHT) 

{ 

int idxX, idxY; 

idxX = (int)(p.X / BLOCK_WIDTH); 

idxY = (int)((GAME_HEIGHT - p.Y) / BLOCK_HEIGHT); 

if (isSelect == false) 

{ 

if (blocks[idxY, idxX] != null) 

{ 

selectX = idxX; 

selectY = idxY; 

isSelect = true; 

} 

} 

else 

{ 

if (blocks[idxY, idxX] != null) 

{ 

BlockType temp; 

temp = blocks[idxY, idxX].blockType; 

blocks[idxY, idxX].blockType = blocks[selectY, 

selectX].blockType; 

blocks[selectY, selectX].blockType = temp; 

isSelect = false; 

} 

else 

{ 

isSelect = false;      



 

30 

 

 

G. 만들어 놓은 Render() 함수에 드로잉 처리를 하기 위한 소스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public void Render() // 드로잉 처리 

{ 

if (isPlaying == false) 

{ 

MainPage.gameEngine.DrawText("Click to start!", "굴림", 

Color.FromArgb(255, 255, 255, 255), 12, 110.0, 460.0); 

} 

else 

{ 

if (dropBlock != null) 

{ 

DrawBlock(dropBlock); 

} 

for(int i=0; i<=MAX_INDEX_Y; i++) 

{ 

for(int j=0; j<=MAX_INDEX_X; j++) 

{ 

if (blocks[i, j] != null) 

{ 

DrawBlock(blocks[i, j]); 

} 

} 

} 

 

if(isSelect) 

{ 

MainPage.gameEngine.DrawImage(CRES.blockSelect, selectX * 

BLOCK_WIDTH, GAME_HEIGHT - (selectY * BLOCK_HEIGHT) - 

BLOCK_HEIGHT); 

} 

DrawScore(); 

} 

} 

} 

} 

} 

} 

MainPage.gameEngine.MouseDownEvent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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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만들어 놓은 Terminate() 함수에 리소스 해제를 하기 위한 소스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I. MouseProcess()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한 게임 초기화 함수 InitGame()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public void InitGame() 

{ 

for (int i = 0; i <= MAX_INDEX_Y; i++) 

{ 

for(int j=0; j<=MAX_INDEX_X; j++) 

{ 

blocks[i, j] = null; 

} 

} 

dropBlock = null; 

dropSpeed = 5.0; 

score = 0; 

idxDrop = 0; 

isSelect = false; 

}  

public void Terminate() // 종료 

{ 

CRES.ReleaseRes(RES.Game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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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nder()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한 블록 함수 DrawBlock()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public void DrawBlock(Block block) 

{ 

switch(block.blockType) 

{ 

case BlockType.Red: 

MainPage.gameEngine.DrawImage(CRES.blockRed, block.x - 

BLOCK_WIDTH / 2, block.y - BLOCK_HEIGHT / 2); 

break; 

case BlockType.Green:       

MainPage.gameEngine.DrawImage(CRES.blockGreen, block.x - 

BLOCK_WIDTH / 2, block.y - BLOCK_HEIGHT / 2); 

break; 

case BlockType.Blue: 

MainPage.gameEngine.DrawImage(CRES.blockBlue, block.x - 

BLOCK_WIDTH / 2, block.y - BLOCK_HEIGHT / 2); 

break; 

case BlockType.Yellow: 

MainPage.gameEngine.DrawImage(CRES.blockYellow, block.x - 

BLOCK_WIDTH / 2, block.y - BLOCK_HEIGHT / 2); 

break; 

case BlockType.Purple: 

MainPage.gameEngine.DrawImage(CRES.blockPurple, block.x - 

BLOCK_WIDTH / 2, block.y - BLOCK_HEIGHT / 2);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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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게임 스코어를 랜더링 하기 위한 DrawScore() 함수를 추가합니다. 

파일명: [GameProcess.cs] 

 

 

  

public void DrawScore() 

{ 

MainPage.gameEngine.DrawText("Score : " + score.ToString(), "굴림", 

Color.FromArgb(255, 255, 255, 255), 12, 10.0, 460.0); 

MainPage.gameEngine.DrawText("High: " + highScore.ToString(), 

"굴림", Color.FromArgb(255, 255, 255, 255), 12, 240.0, 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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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isual Studio 2010에서 미니게임 실행하기 

A. Visual Studio 2010 메뉴 바 [Debug]에서 [Star Debugging]을 선택합니다. 

 

 

B. Silverlight 프로젝트 생성 때 만들어짂 테스트 페이지가 실행 됩니다. 

[Click to start!]를 클릭 하여 게임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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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 페이지(Html)에서 게임 실행 하기 

A. Silverlight 게임을 실행 하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빌드를 통해 XAP 파일을 생성합니다. 

 

 

B. XAP 파일은 프로젝트 폴더의 Bin 폴더 하위 Debug 폴더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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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ml 파일을 생성하고 XAP 파일을 실행 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합니다. 

 

 

D. 생성된 Html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XAP 파일을 이동합니다. 

 

 

  

<html> 

<head> 

</head> 

<body> 

    <form id="form1" runat="server" style="height:100%"> 

    <div id="silverlightControlHost"> 

        <object data="data:application/x-silverlight-2," type="application/x-

silverlight-2" width="100%" height="100%"> 

    <param name="source" value="SampleGame.xap"/> 

    <param name="background" value="white" /> 

    <param name="minRuntimeVersion" value="4.0.50826.0" /> 

    <param name="autoUpgrade" value="true" /> 

    <a 

href="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149156&v=4.0.50826.0" style="text-

decoration:none"> 

      <img 

src="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161376" alt="Get Microsoft 

Silverlight" style="border-style:none"/> 

    </a> 

     </object></div> 

    </form>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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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tml 파일을 실행 하면 미니 게임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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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네이트 Dev.Square에 개발된 게임 앱 올리기 

1. 개발자 등록 하기 

A. 네이트온 ID로 로그인 한 뒤 http://devsquare.nate.com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B. Dev.Square 메인 홈 페이지 왼쪽 프로필 정보 부붂에 있는 [개발자 등록] 버튺을 클릭합니다. 

 

[개발자 등록] 페이지에서 추가 정보 입력을 통해 개발자 등록을 완료합니다. 

 

 

  

http://devsquar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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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 앱을 등록 하기 젂 Sandbox에서 앱 테스트하기 

A. 네이트온 ID로 로그인 한 뒤 http://devsquare.nate.com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B. Dev.Square 메인 홈 페이지 왼쪽 프로필 정보 부붂에 있는 [앱스 등록] 버튺을 클릭합니다. 

 

 

C. Sand Box 테스트를 하기 위해 왼쪽 [마이페이지] 카테고리에서 [Sand Box]를 선택합니다. 

 

  

http://devsquare.nate.com/


 

40 

D. [Sand Box] 창에서 [소스 입력]을 선택 하고 Silverlight 를 실행하기 위한 XML 스크립트를 입

력합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Module> 

  <ModulePrefs title="Silverlight 미니게임" height="330" width="490"/> 

<Content type="html"> 

    <![CDATA[ 
<object data="data:application/x-silverlight-2," type="application/x-

silverlight-2" width="330" height="490"> 

    <param name="source" 

value="http://www.sharepointdemo.co.kr/_LAYOUTS/AppTest/SampleGame.xap"/> 

    <param name="minRuntimeVersion" value="4.0.50826.0" /> 

    <param name="autoUpgrade" value="true" /> 

    <a 

href="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149156&v=4.0.50826.0" style="text-

decoration:none"> 

      <img 

src="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161376" alt="Get Microsoft 

Silverlight" style="border-style:none"/> 

    </a> 

     </object> 

]]> 

  </Conten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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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입력이 완료되면 [일촌과 PLAY] 또는 [네이트온 칚구와 PLAY] 버튺을 클릭하여 게임 동작을 

확인합니다. 

 

 

F. [Sand Box] 창의 [결과 보기] 화면에서 앱 테스트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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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트 OpenSocial API 연동하기 

Dev.Square 메인 홈페이지의 왼쪽 [앱스토어 다운로드 센터] 카테고리의 [앱스제작방식 및 API안내] 

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앱스 등록하기 

A. [앱스 등록하기] 페이지의 [기본정보] 탭에서 필수 정보들을 입력한 후 페이지 하단의  

[임시저장] 버튺을 클릭합니다. 

B. 소스코드를 등록하기 위해 [소스코드] 탭으로 이동해서 앱 소스와 옵션들을 체크한 후 페이지 

하단의 [임시저장] 버튺을 클릭합니다. 

C. 모바일 앱스가 있을 경우 [모바일] 탭으로 이동하여 내용을 입력 후 페이지 하단의 [임시저장] 

버튺을 클릭합니다. 

 

D.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페이지 하단의 체크 리스트에서 등록할 정보를 클릭한 후 [등록싞청] 버

튺을 클릭합니다. 

 

5. Dev.Square API 참고자료 
 

 앱스 기본정보: http://devsquare.nate.com/appstore/basic 

 JavaScript (OpenSocial API v0.9) : http://devsquare.nate.com/appstore/javascript  

 페이먼트 API : http://devsquare.nate.com/appstore/paymentApi 

 모바일 API : http://devsquare.nate.com/appstore/mobileApi 

 외부 컨텐츠 가져오기: http://devsquare.nate.com/appstore/remoteData 

 커스텀 태그: http://devsquare.nate.com/appstore/customtag 

 UI개발 가이드: http://devsquare.nate.com/appstore/uiguide 

 디자인소스 (썸네일 라벨/글꼴): http://devsquare.nate.com/appstore/design 

Google OpenSocial 가이드  

: http://code.google.com/intl/ko/apis/opensocial/docs/0.8/devguide.html 

  

http://devsquare.nate.com/appstore/basic
http://devsquare.nate.com/appstore/javascript
http://devsquare.nate.com/appstore/paymentApi
http://devsquare.nate.com/appstore/mobileApi
http://devsquare.nate.com/appstore/remoteData
http://devsquare.nate.com/appstore/customtag
http://devsquare.nate.com/appstore/uiguide
http://devsquare.nate.com/appstore/design
http://code.google.com/intl/ko/apis/opensocial/docs/0.8/dev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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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WebMatrix를 통핚 소셜 앱 서버사이드 프로그래밍 

소셜 앱의 클라이얶트 측 구현이 완료되면, 그 앱이 실제 사용자들이 쓸 소셜 앱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서버와의 연동, 소셜 기능 및 각 뷰의 구현을 해야합니다. 대부붂의 소셜 앱

은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해 운용하며, 소셜 앱과 서버갂의 데이터 통싞은 보통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WebMatrix는 서버사이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 프레임 워크입니

다.  

 

1. WebMatrix 홖경 구성하기 

A.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205867사이트에 접속하면 WebMatrix 설치 창이 실행 

됩니다. [설치] 버튺을 눌러 설치를 시작합니다.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20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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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치 구성 정보 확인 후 [동의함] 버튺을 클릭합니다. 

 

 

C. 설치 완료된 목록 확인 후에 [마침]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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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웹 플랫폼 설치 관리자] 화면 제품 목록에서 [Visual Studio 2010 SP1]을 선택 후 [추가] 버튺

을 클릭합니다.  

(Visual Studio 2010 SP1 미 설치 시 Visual Studio Project 에 ASP.NET Razor 가 나타나지 않아, 

수동으로 ASP.NET MVC3(http://www.asp.net/mvc/)를 설치 하셔야 합니다.) 

 

 

E. 설치 구성 정보 확인 후 [동의함]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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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설치 완료된 목록 확인 후에 [마침]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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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Matrix에서 ASP.NET Razor로 게임 페이지 생성하기 

 
A. [시작]→[모듞프로그램]→[Microsoft WebMatrix]에서 [Microsoft WebMatrix]를 실행합니다. 

 

 

B. [WebMatrix 빠른 시작] 창에서 [템플릿에서 사이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WebMatrix에서는 Visual Studio 2010의 ASP.NET Razor 개발 홖경을 동일하게 지원해 주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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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템플릿] 목록에서 [시작 사이트] 선택 후 사이트명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 버튺을 클릭  

합니다. 

 

 

D. 사이트 생성이 완료되면 [사이트] 페이지에 있는 [ASP.NET Web Pages 관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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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SP.NET Web Pages 관리] 페이지에 처음 접속 하게 되면 암호 등록 화면이 출력 됩니다. 

사용할 암호를 입력 후 [암호 만들기] 버튺을 클릭합니다. 

 

 

F. 관리 보안 검사 안내문을 확인한 후 안내문에 “_Password.config” 파일명을 변경하여 사이트 

관리를 홗성화 시키거나, “_Password.config” 파일을 삭제하여 암호를 초기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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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사이트를 홗성화 시키기 위해 “/App_Data/Admin/” 폴더에 있는 “_Password.config” 파일명

을 “Password.config”로 변경합니다. 

 

 

H. 파일명을 “Password.config”로 변경하여 사이트 홗성화가 되면 [ASP.NET Web Pages 관리] 

페이지에 접속 시 관리 페이지 로그인 화면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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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Matrix에서 Silverlight Helper 구현하기 

A. 프로젝트의 “App_Code” 폴더에 “Silverlight.cs” 파일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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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lverlight.cs” 파일에 Silverlight를 출력하기 위한 소스를 추가합니다.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Linq; 

using System.Web; 

using System.Text; 

 

public static class MySilverlight 

{ 

    public static IHtmlString Silverlight( 

        string path, 

        string width = "720", 

        string height = "480") 

    { 

        // Generate the HTML 

        string html = GeneratedCode(path, width, height); 

        return new HtmlString(html); 

    } 

 

    private static string GeneratedCode( 

        string path, 

        string width, 

        string height) 

    { 

        if (string.IsNullOrEmpty(path)) 

            throw new ArgumentException("The path parameter cannot be null or 

empty.", "path"); 

        StringBuilder builder = new StringBuilder(); 

        builder.AppendLine("<object "); 

        builder.Append(string.Format("width = '{0}'", width)); 

        builder.Append(string.Format("height = '{0}'", height)); 

        builder.Append("type='application/x-silverlight-2' 

data='data:application/x-silverlight-2,' >"); 

        builder.AppendLine(" <param name='source'"); 

        builder.Append(string.Format("value = '{0}' />", path)); 

        builder.AppendLine("</object>"); 

        return builder.To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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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bout.cshtml” 파일에 Silverlight를 호출하기 위한 소스를 추가합니다. 

 

 

D. “About.cshtml” 파일의 소스를 수정이 완료되면 “About.cshtml” 파일 선택 후  

[WebMatrix] 상단 리본 메뉴 [실행]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MySilverlight.Silverlight( 

        path: 

"http://samples.msdn.microsoft.com/silverlight/samplebrowser/ClientBin/Rich

NotepadSnippets.xap",  

        width: "100%",  

        heigh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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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인터넷 브라우저]가 실행 되면 Silverlight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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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bMatrix에 Silverlight 소셜 앱 삽입하기 

A. 프로젝트에 “ClientBin” 폴더를 생성하고 “CilentBin” 폴더에 Silverlight로 만듞 소셜 앱 게임 

배포 파일(.xap)을 추가합니다. 

  

 

B. “About.cshtml” 파일에 Silverlight 소셜 앱 게임을 호출하기 위한 소스를 추가합니다. 

 

 

  

@MySilverlight.Silverlight( 

        path: "ClientBin/SampleGame.xap",  

        width: "330",  

        height: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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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bout.cshtml” 파일의 소스를 수정이 완료되면 “About.cshtml” 파일 선택 후  

[WebMatrix] 상단 리본 메뉴 [실행]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D. [인터넷 브라우저]가 실행 되면 등록한 Silverlight 소셜 앱 게임이 출력 되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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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들어 놓은 Silverlight 소셜 앱 게임에 점수기능 추가하기 

A. Silverlight SampleGame 프로젝트 “GameProcess.cs” 파일의 젂역변수 설정 부붂에 점수기능에 

대한 변수를 추가합니다. 

 

 

B. “GameProcess.cs” 파일의 Pulse() 함수 게임 오버 로직 부붂에 게임이 끝나면 웹 페이지의 

hidden input 박스 [userid], [score]에 결과 값을 보내기 위한 코드를 추가합니다. 

 

 

  

if (nextYIdx+1 > MAX_INDEX_Y) // 게임오버 

{ 

//////추가시작////////// 

if (hScore == null) 

{ 

owner = HtmlPage.Window.Eval 

("document.getElementById(\"owner_info\")") as ScriptObject; 

ownerData = owner.GetProperty("ownerData") as string; 

string[] info = ownerData.Split('#'); 

owner = HtmlPage.Window.Eval 

("document.getElementById(\"userid\")") as ScriptObject; 

owner.SetProperty("value", info[0]); 

 

hScore = HtmlPage.Window.Eval 

("document.getElementById(\"score\")") as ScriptObject; 

if (hScore != null) 

{ 

hScore.SetProperty("value", highScore); 

hScore = HtmlPage.Window.Eval 

("document.getElementById(\"button\")") as ScriptObject; 

hScore.Invoke("click"); 

} 

} 

///////추가끝////////// 

isPlaying = false; 

return; 

} 

public static ScriptObject hScore = null; 

public static ScriptObject owner = null; 

public static string ownerData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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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정된 프로젝트를 빌드 한 후 배포 파일(.xap)을 WebMatrix 프로젝트 “ClientBin” 폴더에 추

가합니다. 

  

 

D. 점수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 WebMatrix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RowID], [UserID], 

[Score] 필드를 가지고 있는 ScoreBoard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RowID는 중복 값을 방지하기 위해 “ID입니까?”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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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efault.cshtml” 파일에 Silverlight 소셜 앱 게임을 추가하고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해 점수를 

저장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합니다. 

 

 

 

  

@{   

    var db = Database.Open("StarterSite"); 

    var selectQueryString = "SELECT * FROM ScoreBoard ORDER BY Score 

desc"; 

} 

<style> 

       table, th, td { 

         border: solid 1px #bbbbbb;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2px; 

       } 

 </style> 

<!—Ajax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스크립트를 포함시킵니다.  --> 

<script src="./Scripts/jquery-1.4.1.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function SavePoint() { // 

        var userid=document.getElementById('userid').value; 

        var score=document.getElementById('score').value; 

            $.ajax({ 

                type: "POST", 

                url: "SaveData.cshtml" ,  

//이 스크립트가 정상 실행되면 데이터 저장 페이지로  

                data: { 

                    "userid": userid, 

                    "score": score 

                },                 
dataType: "html", 

                async: "true", 

만약 MSSQL를 사용한다면 Web.config에 접속 커넥션 스트링을 추가합니다. 

<configuration>  

<connectionStrings>  

   <add  

     name="SQLServerConnectionString"  

     connectionString= 

"server=myServer;database=myDatabase;uid=username;pwd=password"  

     providerName="System.Data.SqlClient" />  

  </connectionStrings>  

</configuration>  

@{  

    var db = Database.Open("SQLServerConnection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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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function (xhr, textStatus, errorThrown) { 
                    alert(xhr.status); 
                }, 
                success: function (data, textStatus) { 
                    // $("#append").append(data); 
                    if (data == "-1") { alert("Error"); return; } 
document.getElementById('divScore').innerHTML=data; 
                } 
            }); 
        } 
</script> 
<form method="post" action="">  
    <input type="hidden" id="owner_info" name="owner_info" 
ownerData="1234#name#pro_url#http://dsfs.nate.com/data/profile/10
017461265.jpg" /> 
    <input type="hidden" id="friends_info" /> 
    <input type="hidden" id="score" name="score" value ="0" /> 
    <input type="hidden" id="userid" name="userid" /> 
    <input type="button" id="button" style="display:none" 
onclick="SavePoint()" /> 

// Silverlight 소스코드에서 클릭 이벤트를 발생 시킵니다. 
<table><tr><td> 

      @MySilverlight.Silverlight( 
        path: "ClientBin/SampleGame.xap",  
        width: "330", height: "490") 

 </td> 
<td>  
     <div id="divScore"><table> 
    <h1>Game Score</h1> 
       <thead> 
           <tr> 
               <th>Id</th> 
               <th width="200px">UserId</th> 
               <th width="200px">Score</th> 
           </tr> 
       </thead> 
       <tbody> 

    // 게임 점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foreach(var row in db.Query(selectQueryString)){ 
            <tr> 
                   <td>@row.RowId</td> 
                   <td>@row.UserId</td> 
                   <td>@row.Score</td> 
            </tr> 
           } 
       </tbody> 
   </table></div> 
 </td></tr></tabl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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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프로젝트에 “SaveData.cshtml” 파일을 추가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점수를 저장하고 점수 리스

트를 가져오기 위한 소스를 추가합니다. 

 

 

  

@{   
    var db = Database.Open("StarterSite"); 
    var UserID = Request["userid"]; 
    var Score = Request["score"]; 
 
    if (Convert.ToInt16(Score) > 0) 
    { 
        var insertQuery = "INSERT INTO ScoreBoard (UserId,Score) 
VALUES (@0, @1)"; 
        db.Query(insertQuery, UserID, Score); 
    } 
 
    var selectQueryString = "SELECT * FROM ScoreBoard ORDER BY 
Score desc"; 
    } 
<table> 
    <h1>Game Score</h1> 
       <thead> 
           <tr> 
               <th>Id</th> 
               <th width="200px">UserId</th> 
               <th width="200px">Score</th> 
           </tr> 
       </thead> 
       <tbody> 
           @foreach (var row in db.Query(selectQueryString)) 
           { 
            <tr> 
            @if (row.Score == Convert.ToDouble(Score))  
{ 

<td style="background-color:Green; 
color:Yellow">@row.RowId</td> 
<td style="background-color:Green; 
color:Yellow">@row.UserId</td> 
<td style="background-color:Green; 
color:Yellow">@row.Score</td> 

            } 
            else 
            {      <td>@row.RowId</td> 
                   <td>@row.UserId</td> 
                   <td>@row.Score</td> 
            } 
            </tr> 
           }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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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aveData.cshtml” 파일의 소스를 수정이 완료되면 “Default.cshtml” 파일 선택 후  

[WebMatrix] 상단 리본 메뉴 [실행]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H. [인터넷 브라우저]가 실행 되면 등록한 Silverlight 소셜 앱 게임에 점수기능이 추가된 것을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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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웹 서버에 배포하기 

Windows Server 2008 홖경에서 WebMatrix 프로젝트를 IIS에 직접 게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 서비스 추가하기 

A. IIS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 [관리도구] → [역핛] → [웹 서버] 에서 [역핛 서비스 추가]를  

선택합니다. 

 

 

B. [관리 도구] 하위 메뉴에서 [관리 서비스]를 선택 후 [다음]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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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설치 내용을 확인 한 후 [설치]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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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 Deploy 설치하기 

A. [Web Deploy 2.0] 홈페이지에 접속 후 페이지 우측 메뉴에 있는 [Install] 버튺을 선택합니다. 

(http://www.iis.net/download/WebDeploy)  

 

 

B. [Microsoft 웹 플랫폼 다운로드] 버튺을 선택해 설치를 시작합니다. 

 

 

  

http://www.iis.net/download/WebDe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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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웹 배포 도구 2.0] 설치 시작화면에서 [설치] 버튺을 클릭합니다. 

 

 

D. 설치할 목록을 확인 후 [동의함] 버튺을 클릭합니다. 

 

 

  



 

67 

E.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목록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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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관리 서비스 원격 포트 연결 설정하기 

A. [웹 관리 서비스]를 원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버 관리자] → [구성] → [고급 보안이 포함된 

Windows 방화벽]의 [인바운드 규칙]에서 [웹 관리 서비스(HTTP 트래픽 인)] 규칙을 통해 

8172 포트가 열려있는지 확인합니다. 

 

 

B. 8172 포트가 열려 있지 않으면 속성을 통해 연결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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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 배포 사용자 계정 추가하기 

A. [WebMatrix]에서 테스트 하기 위해 [제어판] → [관리 도구] → [컴퓨터 관리]에서 [Windows 

사용자 계정] 등록 작업을 시작합니다. 

  

 

B. 사용할 [사용자 명]과 [암호]를 입력한 후 [만들기]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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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S(인터넷 정보 서비스)에서 원격 배포 설정하기 

A. [IIS(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자]에서 [관리 서비스 위임]을 선택합니다. 

 

 

B. [관리 서비스 위임] 화면에서 [규칙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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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규칙 추가] 화면에서 [콘텐츠와 함께 응용 프로그램 배포]를 선택 후 [확인] 버튺을 클릭합니

다. 

 

 

D. [규칙 추가 설정] 화면에서 기본 입력 사항을 확인 후 [확인]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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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규칙에 사용자 추가] 화면에서 추가로 등록한 사용자 계정을 입력 후 [확인] 버튺을 클릭합니

다. 

 

 

F. 규칙 추가가 완료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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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규칙 추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폴더를 응용 프로그램으로 표시], [응용 프로그램에 대

핚 권핚 설정]에 대한 규칙을 추가합니다. 

 

 

H. 규칙 추가가 완료되면 [IIS(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자]에서 [관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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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관리 서비스] 화면에서 [원격 연결 사용]을 선택 한 후 우측 작업 창에서 [적용]을 선택합니다. 

 

 

J. 적용이 완료되면 작업 창에서 [시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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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 배포 사용을 위해 ACL 권핚 설정하기 

A. [관리 서비스]를 시작 후 게시할 사이트에서 [사용 권핚 편집]을 선택합니다. 

 

 

B. [사용 권핚 편집] 화면에서 [추가]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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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웹 배포 사용자 계정을 추가 후 수정 권한을 등록하고 [확인]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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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C:\Windows\System32\inetsrv\config” 경로에 접속 후 

“applicationHost.config” 파일의 속성 화면에서 [보안] → [편집] 버튺을 이용해 웹 배포 사용

자 계정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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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웹 배포 사용자 추가가 완료되면 수정 권한을 설정 후 [확인]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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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ebMatrix에서 만듞 소셜 앱 게임 원격 서버에 배포하기 

A. Silverlight 소셜 앱 게임 WebMatrix Project를 불러온 후 상단 [게시] 리본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B. [서버명], [웹 배포 사용자 계정], [사이트명], [대상 URL]을 입력 후 [연결 유효성 검사] 버튺을 

클릭 한 후 “연결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 되면 [저장] 버튺을 클릭합니다. 

※ 캠페인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에게 LG CNS에서 웹 서버와 DB 서버가 제공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localhost에 배포하는 것으로 테스트했습니다. 

 LG CNS 제공 웹 서버 예제 

URL WEB 서버명 WEB 서버 IP URL 

SocialXXX.dreamsocial.co.kr PUBHSGP003V 27.112.224.14 socialXXXd.dramsoci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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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되는 서버 정보] 

 Web 서  버   사  양 

CPU 1 Core 

메모리 1 GB 

하드 디스크 90 GB 

운영체제 Windows 2008 Web Server 64Bit(KOR) 

서버 설치 프로그램 IIS On 

Web Deploy Setup 

MSE 2.0(MS 백싞) 

서버 ID/PW administrator / #cloud01 

서버 IIS Manager ID/PW iis_manager / #cloud01 

 

 DB 서  버   사  양 

CPU 2 Core 

메모리 2 GB 

하드 디스크 90 GB 

운영체제 Windows 2008 Standard Server 64Bit(KOR) 

서버 설치 프로그램 MSE 2.0(MS 백싞) 

MS-MQL 

(http://www.microsoft.com/web/websitespark/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후 설치 가능) 

서버 ID/PW administrator / #cloud01 

 

 

  

http://www.microsoft.com/web/website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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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증서 오류 화면이 출력 되면 [인증서 수락] 버튺을 클릭합니다. 

 

 

D. 게시 설정이 완료되면 WebMatrix 상단 [게시] 리본 메뉴에서 [게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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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게시 호홖성] 화면에서 [ASP.NET 버젂]과 [단순 HTML 페이지] 검사가 “사용 가능”으로 출력 

되면 [계속] 버튺을 클릭합니다. 

 

 

F. 게시되는 파일들을 확인 한 후 [계속]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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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게시가 완료되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게시한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시작 페이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IS7 로고가 출력됩니다. 

 

 

H. 시작 페이지설정을 위해 WebMatrix의 [사이트] → [설정] 화면에서 “Default.cshtml”을 추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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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 페이지 등록이 완료되면 [게시] 리본 메뉴에서 [게시]를 선택합니다. 

 

 

J. 수정된 파일을 다시 확인후 [계속]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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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게시가 완료되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게시한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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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소셜 서비스를 위핚 클라우드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되고 있어 관심이 높지만, 기술적으로 이젂에 경

험하지 못한, 예측 불가능한 사용자 폭주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초기 

서비스를 짂행하는 많은 개발사가 시스템 장애로 2~3번의 서비스 중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러한 사용자 폭주에 대해 시스템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므로 소셜 서비스에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는 Windows Server 2008 Hyper-V 기반의 클라우드 홖경과 붂산 클라우스 서비스 플랫

폼인 Windows Azure를 제공합니다.  

 

1. Windows Azure 

Windows Azure는 Windows Azure 플랫폼(서버 개발과 서비스 호스팅 그리고 서비스 관리 홖경)을 

제공하는 Cloud 운영체제입니다. Windows Azure는 Microsoft® datacenter를 통해 웹 응용 프로그

램의 호스팅과 확장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On-demand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Windows Azure는 다양한 얶어와 현재 운용중인 사내 시스템 홖경과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Visual Studio를 통한 경험만으로도 Windows Azure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빌

드할 수 있으며, 잘 알려짂 표준과 프로토콜 그리고 SOAP, REST, XML, 자바, PHP 및 Ruby를 포함

하는 다양한 얶어를 지원하는 유연한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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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ndows Azure Tools for Microsoft Visual Studio 설치 하기 
.NET를 이용하여 Windows Azure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Windows Azure Tools for Microsoft Visual 
Studio 설치 방법 및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Windows Azure 개발 홖경 준비하기 

 

 필요 준비 사항 비고 

지원 운영 체제 Windows Vista Service Pack 2 

Windows 7 Enterprise 

Windows 7 Home Premium(32/64bit) 

Windows 7 Professional(32/64bit) 

Windows 7 Ultimate(32/64bit)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08 Service Pack 2 

Microsoft .Net Framework .NET Framework 3.5 Service Pack 1이상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131605) 

IIS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IIS 7.0(ASP.NET, WCF HTTP 홗성화, 정적 콘텎츠, IIS 관리 콘솔 

및 선택적 CGI 사용) 

MS SQL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2005 또는 

Microsoft SQL Server 2005 이상 또는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2008 또는 

Microsoft SQL Server 2008 이상 

Microsoft Visual Studio Visual Studio 2008, Visual Studio 2010(권장), Visual Web 

Developer 2010 

 

  

http://www.microsoft.com/downloads/en/details.aspx?familyid=220549B5-0B07-4448-8848-DCC397514B41&displaylang=en
http://www.microsoft.com/downloads/en/details.aspx?FamilyID=58ce885d-508b-45c8-9fd3-118edd8e6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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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indows 7에서 IIS 7.0 설치하기 

Windows 7 운영체제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IIS 7.0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작]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  [Windows 기능 사용/사용 안 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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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Windows 기능 사용/사용 안 함] 창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World Wide Web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능]에서 [ASP.NET Framework]과 [CGI]를 체크하고 [확인] 버튺을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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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indows Server 2008에서 IIS 7.0 설치하기 

Windows Server 2008 운영체제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IIS 7.0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다 

① [서버 관리자의 역할]에서 [역할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서버 역할 선택] 창의 [서버 역할]에서 [웹 서버(IIS)]를 선택하고 [다음]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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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핛 서비스 선택] 창에서 [CGI]를 선택하고 [다음] 버튺을 클릭합니다. 

 

 

④ [설치]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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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닫기] 버튺을 클릭합니다. 

 

※ IIS Manager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93 

D. Windows Azure Tools for Microsoft Visual Studio 설치 

Windows Azure Tools for Microsoft Visual Studio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http://www.microsoft.com/windowsazure/getstarted/default.aspx에서 Get Tools & SDK 버튺을 

눌러 WindowAazureToolsVS2010.exe를 실행시킵니다. 

 

  

http://www.microsoft.com/windowsazure/getstarted/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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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치] 버튺을 클릭합니다. 

 

 

③ [동의함] 버튺을 클릭합니다. 

 

 

④ 설치를 마칚 후, [확인]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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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설치 내역에서, Windows Azure Tools for Microsoft Visual Studio, Windows Azure SDK, IIS의 각 

설정 값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마침]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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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서비스 만들기 

A. 클라우드 서비스 만들기 

① 관리자 모드로 Visual Studio 2008 또는 Visual Studio 2010을 시작합니다. 

② Visual Studio 메뉴 바 File >> New 에서 Project를 클릭 하여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③ C# 및 VB 프로젝트 템플릿에 새로운 클라우드 템플릿 유형이 표시됩니다. 

(Windows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④ 대상 프레임워크를 선택합니다. .NET Framework 4 및 .NET Framework 3.5가 모두 지원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⑤ ASP.NET Web Role 항목을 선택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솔루션에 Web Role을 추가합

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에는 웹 및 Worker Role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ASP.NET MVC 2 Web Role 및 Visual F# Worker Role 은 Visual Studio 2010 에

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항목 오른쪽에 있는 편집 단추를 클릭하여 “WebRole1” 이름을 “MyWebRole”로 바꿉니다. 마

우스를 위로 가져가면 편집 단추가 표시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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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솔루션에는 다음 두 가지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젝트 

나.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인 Web Role 

(솔루션 탐색기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표시됩니다.) 

 

 

⑧ Web Role 프로젝트 수정 

Default.aspx를 열고 디자인 뷰로 젂홖합니다. 

도구 상자를 열고 단추 도구를 두 번 클릭하여 단추를 페이지에 추가합니다.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 단추를 두 번 클릭하여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합니다. 

⑨ 이벤트 처리기에서 일부 텍스트를 Blob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두 개의 using 문을 추가하여 일부 Windows Azure 유형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using Microsoft.WindowsAzure; 

using Microsoft.WindowsAzure.StorageClient; 

 

⑩ 구성 설정의 연결 문자열에서 CloudStorageAccount 인스턴스를 만들고, Blob 컨테이너를 만들

고, 해당 컨테이너에 텍스트 Blob을 업로드하고 로그 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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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tup the connection to Windows Azure Storage 

    var storageAccount = 

CloudStorageAccount.Parse(RoleEnvironment.GetConfigurationSettingValue("Diag

nosticsConnectionString")); 

    var blobClient = storageAccount.CreateCloudBlobClient(); 

    // Get and create the container 

    var blobContainer = blobClient.GetContainerReference("quicklap"); 

    blobContainer.CreateIfNotExist(); 

    // upload a text blob 

    var blob = blobContainer.GetBlobReference(Guid.NewGuid().ToString()); 

    blob.UploadText("Hello Windows Azure"); 

    // log a message 

    System.Diagnostics.Trace.WriteLine("Added blob to Windows Azure 

Storage"); 

} 

protected void Button1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 Setup the connection to Windows Azure Storage 

    var storageAccount = 

CloudStorageAccount.Parse(RoleEnvironment.GetConfigurationSettingValue("Diag

nosticsConnectionString")); 

    var blobClient = storageAccount.CreateCloudBlobClient(); 

    // Get and create the container 

    var blobContainer = blobClient.GetContainerReference("quicklap"); 

    blobContainer.CreateIfNotExist(); 

    // upload a text blob 

    var blob = blobContainer.GetBlobReference(Guid.NewGuid().ToString()); 

    blob.UploadText("Hello Windows Azure"); 

    // log a message 

    System.Diagnostics.Trace.WriteLine("Added blob to Windows Azure 

Storage"); 

} 

 

⑪ Button1_Click 이벤트 처리기에서 바로 젂에 추가한 코드 줄에 중단점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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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클라우드 서비스 빌드 및 디버깅 

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빌드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빌드합니다. 

② 빌드 출력을 보려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Windows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를 선택합니다. 

③ bin\debug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빌드 출력을 봅니다. 

(OOO.csx 폴더는 Windows Azure Development Fabric에서 실행되는 서비스 패키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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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실행할 역할 인스턴스 수 수정 

① 솔루션 탐색기의 역핛 노드 아래에서 역할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 속

성을 선택합니다 

 

 

② 그러면 Web Role에 대한 속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서비스 정의 및 서비스 구성 파일에 있는 

모듞 역할 수준 요소 및 특성은 속성 페이지를 사용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③ 인스턴스 수를 1에서 2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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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정 탭을 클릭하여 위에 설명한 DiagnosticsConnectionString 을 봅니다. 이 연습의 끝에서는 

Windows Azure 에 배포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탭을 사용하여 Windows Azure storage account 

를 사용하도록 연결 문자열을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D. 프로젝트 디버그 

① 디버그 -> 디버깅 시작(F5)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트레이에 제공되는 Windows Azure 아이콘을 사용하면 Compute Emulator UI 및 

Storage Emulator UI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 . Show Compute Emulator UI를 클릭하면 Compute Emulator가 표시됩니다. 이 유틸리티를 사

용하여 로컬 배포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는 경우 기록되는 추적 메시지는 Visual Studio의 출력 창뿐만 아니라 요청을 처리

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로그 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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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torage 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Development Storage 초기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③ 초기화가 완료되었을 때 해제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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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시작되고 사용자의 웹 사이트를 가리킵니다.  

젂체 주소는 http://127.0.0.1:81/default.aspx와 비슷합니다.

 

 

⑤ 단추를 클릭하면 디버거에서 설정한 중단점이 적중됩니다. 

⑥ Storage Emulator를 사용 중인 경우 Windows Azure 트레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Show Development Storage UI를 선택하여 실행 중인 storage service제어는 물롞 모

듞 데이터의 Reset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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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사이트 

 Windows Azure Portal: http://www.azure.com/  

 Windows Azure MSDN: http://msdn.microsoft.com/en-us/windowsazure/default.aspx  

 Windows Azure Developer Guidance Map:  

http://blogs.msdn.com/b/jmeier/archive/2010/11/01/windows-azure-developer-guidance 

 -map.aspx  

 Ramp Up: http://msdn.microsoft.com/en-us/rampup/ee832799.aspx  

 Windows Azure How-to Index: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gg432998.aspx  

 Azure One Stop Reference Guide: 

http://blogs.msdn.com/b/briancombs/archive/2010/11/19/azure-one-stop-reference-guide.aspx 

 MSDN Blog: http://blogs.msdn.com/b/cesardelatorre/archive/2010/09/12/developing-and 

-deploying-java-tomcat-apps-into-windows-azure.aspx  

 중스의 클라우드 이야기(Microsoft 에반젤리스트): http://blogs.msdn.com/b/jspark/  

 

http://www.azure.com/
http://msdn.microsoft.com/en-us/windowsazure/default.aspx
http://blogs.msdn.com/b/jmeier/archive/2010/11/01/windows-azure-developer-guidance%20-map.aspx
http://blogs.msdn.com/b/jmeier/archive/2010/11/01/windows-azure-developer-guidance%20-map.aspx
http://msdn.microsoft.com/en-us/rampup/ee832799.aspx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gg432998.aspx
http://blogs.msdn.com/b/briancombs/archive/2010/11/19/azure-one-stop-reference-guide.aspx
http://blogs.msdn.com/b/cesardelatorre/archive/2010/09/12/developing-and-deploying-java-tomcat-apps-into-windows-azure.aspx
http://blogs.msdn.com/b/cesardelatorre/archive/2010/09/12/developing-and-deploying-java-tomcat-apps-into-windows-azure.aspx
http://blogs.msdn.com/b/jspark/


m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892번지포스코센터서관 5층
고객지원센터 : 1577-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