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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_ 벤 듀이

탈란Tallan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아키텍처, Silverlight, ASP.NET, jQuery 등

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간결한 사용자 경험을 우선시하는 그는 WCF를 

사용하여 서버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장인정신으로 품질 높은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현재 아파치 스톤헨지 프로젝트의 커미터

이며, 로컬 사용자 그룹에서 강연을 하거나 뉴욕에서 ALT.NET Meetup을 조직하

는 것을 돕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 이벤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옮긴이_ 이원영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소속으로, 한국 지역 지원을 담당하는 고

급 엔지니어다. 마이크로소프트 공채(MACH) 1기로 입사하여 영업, 컨설팅, 기술 

지원 부서를 두루 경험했다. 옮긴 책으로는 『Mastering Windows Server 2008 

R2』(정보문화사, 2012년 9월), 『윈도우 7 완벽가이드』(에이콘, 2010년 5월), 

『Professional ASP.NET 4』(지앤선, 2012년 3월) 등이 있다.

테크니컬 리뷰어_ 정원천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에 대해 관심이 많은 낭만 개발자다. 최근 분산 아키텍처에서의 

빅데이터 관리에 열정을 쏟고 있다.



지난 30년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개인용 컴퓨터(PC)는 ‘개인용 컴퓨터 시대’

를 열면서 세상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직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는 단순하면서도 키보드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이 책에서 살펴볼 터치스크린

은 최근까지 보기도 어려웠다. 컴퓨터는 가정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사용자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다. 모두들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었을 뿐

이다.  

인터넷이 연결되면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었고,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터넷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연구 내용 공유가 가능해졌고, 

이메일이라는 새로운 통신 수단이 탄생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소셜 네트워킹이 가

능해졌다. 인터넷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소비자는 

곧이어 노트북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개인용 컴퓨터인 데스크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애플리케이션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전화기, 태블릿 

PC, 슬레이트 PC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장치가 탄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 결

과 사용자들은 현대적인 사용자 시대로 불릴 만한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는 상품의 소비자인 동시에 정보의 소비자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컴퓨터를 사

용하면서도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연결을 시도한다. 데스크톱이든 모

바일기기든, 그 외 어떤 장치를 사용하든지 간에 콘텐츠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된

다. 새로운 장치를 통해,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이나 동영상을 즐길 수도 있으며 

전자책이나 잡지를 읽을 수도 있다. 

오늘날 소비자는 터치도 되면서, 휴대할 수 있고, 배터리는 오래가는 프로그램을 

기대한다. 터치를 주요 입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태블릿 PC와 슬레이트 PC는 일상

저자 서문



생활의 컴퓨팅에 센서나 카메라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기기 

모두, 작고 가벼우며 휴대하기가 정말 편하다. 부팅 시간이 짧고, 사용자들은 쉽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바로 가방에 집어넣을 수 있다.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러한 장치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집과 

일터에서 환영받고 있다. 신나는 일이지만 개발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할 수는 없었다. 시대에 부흥하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Windows 8이, 새로운 장치에 걸맞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모델과 함께 출시되었다.

새로운 사용자 경험의 기반은 ‘Windows 런타임(WinRT)’이다. 십수 년 동안 

Windows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대화상자를 열든, 그래픽을 처리하든, 네트

워크 통신을 하든 Win32 API로 처리했다. Windows 8은 Win32 API를 계속 유

지하여 Windows 7 애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지원한다. 동시에 

WinRT라는, 밑바닥부터 새롭게 만든 새로운 API를 제공한다. WinRT는 새로운 

API와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Windows 8 앱이라는 

새롭고 사용하기 편리한 앱을 만들 수 있다. 

Windows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유용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실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도 센서와 통신할 경우, WinRT API를 활용

한다. 

Windows 8 앱은 언어 독립적인 프로젝션 계층language-independent projection layer

을 통해 WinRT와 통신하도록 설계되었다. 앱 개발은 C++이나 C#, 비주얼 베이

직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도, JavaScript 같은 동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WinRT는 새로운 신뢰 모델인 베이스 트러스트base trust를 도입했다. 베이스 트러



스트 모델은 전체 신뢰 모델과 달리, 보호된 리소스에 앱이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

도록 런타임 브로커를 통해 각 애플리케이션을 격리시킨다. 이 경우 Windows 8 

앱은 사용자에게 리소스를 사용할지 물어본다. 하지만 다른 앱과 다른 방식으로 연

결될 수도 있다. Windows 8 앱은 제네릭 콘트랙트generic contract를 통해 다른 앱과 

통신할 수 있는데, 텍스트나 사진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콘트랙트는 검색 같은 핵심 운영체제 구성 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의되

어 있다(콘트랙트와 검색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감사의 글

우선 정기적으로 콘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준 우리 회사 탈란Tallan에게 감사를 

표한다. 편집자인 라첼 로우멜리오티스Rachel Roumeliotis를 비롯해, Windows 8의 

여러 가지 변화를 알려준 기술 조언자 마크 프리드민Mark Freedmean에게도 감사드린

다. 마지막으로 집필하는 동안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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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되돌아보면 MS-DOS 및 Windows 95, Windows 98 등의 운영체제가 세

상을 주름잡은 Window 9x 계열의 1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Windows Server 

2000, 2003, 2008 시리즈 및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이 주

름잡은 Windows NT 계열의 10년이 있었습니다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플랫폼인 

Windows RT 계열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회장은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

를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하드웨어와 온라인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

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제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

화의 배경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장치, 소셜 네트워크 등의 수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최신의 기술

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플랫폼 Windows 8을 발표했습니다.

Windows 8은 ‘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을 제시합니

다. 앱은 직관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Windows 8 기반

의 다양한 컴퓨터가 시장에 보급되면 Windows 8 앱 시장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 

Windows 8용 앱을 준비하고 있는 개발자라면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자인 벤 듀이는 십수 년간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개발한 개발자로, 본인의 다양

한 경험을 바탕으로, Windows 8에서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

명하고 있습니다. C언어를 배운 개발자가 가장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 예제는 아마

도 ‘Hello, World’일 것입니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

다. 이 책은 Windows 앱 개발의 ‘Hello, World’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앱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역자 서문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지원부

의 김학우 이사님, 구창진 부장님, 이준영 부장님,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및 플랫폼 

전도 사업부의 박중석 과장님, 한빛미디어의 배용석 부장님, 김창수 팀장님, 김병희 

편집자님, 그 외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역자  이원영(wylee@microsoft.com) 



대상 독자 및 도서 구성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이 책은 Windows 8에서 도입된 변경 사항에 관심이 있는 .NET 개발자를 대상으

로 하며, 완전한 Windows 8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Windows 8 개발에 

관련된 모든 참고 자료는 Windows 개발자 센터 웹 사이트나 Windows 개발자 포

럼 웹 사이트를 참고하여 얻을 수 있다. 

● Windows 개발자 센터 : http://msdn.Microsoft.com/ko-kr/windows/apps/

● 개발자 포럼 :  http://social.msdn.Microsoft.com/forums/ko-kr/

category/windowsapps

이 책의 예제는 C#과 XAML로 만들어졌으며, 다음 웹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http://bendewey.com/getting-started-with-metro-apps

● http://bendewey.com/getting-started-with-Windows8-apps

http://msdn.Microsoft.com/ko-kr/windows/apps/
http://social.msdn.Microsoft.com/forums/ko-kr/category/windowsapps
http://social.msdn.Microsoft.com/forums/ko-kr/category/windowsapps
http://bendewey.com/getting-started-with-metro-apps
http://bendewey.com/getting-started-with-Windows8-apps


이 책은 여러분이 Windows 8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간단한 검색 

앱 개발부터 센서를 다루는 터치 기반 앱까지 Windows 8 앱을 만드는 데 익숙해

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Bing 검색 API를 사용하여 완전한 앱을 만드는 것

에서부터 Windows 스토어에 게시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Windows 8의 기능과 Windows 8 앱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새로운 시작 화면

과 같은 Windows 8의 새로운 특징과 더불어 ‘앱 바’ 같은 앱 기능을 다루며, 이러

한 기능의 대부분은 나머지 장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장  

Bing 이미지 검색 앱을 만들기에 앞서, Bing 검색 API와 통신하는 간단한 앱을 

만들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결과를 바인딩할 것이다(Azure 마켓플레이스에서 

Bing 검색 API 서비스에 대한 계정 키를 먼저 얻어야 한다).

3장  

Bing 검색 API를 이용해 간단한 앱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 후, 3장에서는 

Windows 8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볼 것이다. 덧붙여 앱의 

목표, 기술, 설계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4장 

개발자는 모든 기능을 갖춘 인상적인 앱을 만들 수 있지만, 가끔씩 외부 리소스가 

책의 구성 



필요하기도 하다. 4장에서는 웹 서비스와 통신하며, 다양한 센서에서 이벤트를 가

져와 활용할 수 있는, Bing 이미지 검색 앱을 만드는 방법과 그것을 유지, 보수하

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5장 

Windows 8와 함께 ‘Windows 스토어’가 출시되어, 개발자는 배포나 과금을 신

경 쓰지 않고 앱을 배포하고 마케팅할 수 있게 되었다. Windows 스토어도 다른 

앱 스토어처럼 인증 프로세스가 있다. 5장에서는 Windows 스토어의 인증 프로세

스를 살펴보고, 새로운 환경에서 앱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책의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Windows 8이 필요하다(Windows 8을 지속적으

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 하드 디스크(VHD)사용을 추천한다). 자세한 사용

법은 다음의 Scott Hanselman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 Scott Hanselman : 

  http://www.hanselman.com/blog/GuideToInstallingAndBootingWind

ows8DeveloperPreviewOffAVHDVirtualHardDisk.aspx 

또한 ‘Visual Studio 2012’가 필요한데, 다음 웹 사이트를 참고하라. 

● http://www.microsoft.com/visualstudio/kor/team-foundation-service

Windows Azure 마켓플레이스에서 Bing 검색 API 서비스 구독하기

이 책은 Windows Azure 마켓플레이스의 무료 Bing 검색 API 서비스를 사용한

다. 계정을 등록하고 가입하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Windows 

Azure 마켓플레이스에 계정을 만들고 Bing 서비스를 가입하면 책에서 다룬 예제 

또한 이용할 수 있다. Windows Azure 마켓플레이스를 방문하여 라이브 아이디

로 로그인한 뒤 화면 우측 상단에서 스크롤 바를 내리면, [5,000 Transactions/

month] 버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입한 후에는 데이터 피드를 위해 

‘EXPLORE THIS DATASET’를 클릭하기 바란다.

● Windows Azure 마켓플레이스 : 

   https://datamarket.azure.com/dataset/5ba839f1-12ce-4cce-bf57-

a49d98d29a44

책을 읽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http://www.hanselman.com/blog/GuideToInstallingAndBootingWindows8DeveloperPreviewOffAVHDVirtualHardDisk.aspx
http://www.hanselman.com/blog/GuideToInstallingAndBootingWindows8DeveloperPreviewOffAVHDVirtualHardDisk.aspx
http://www.microsoft.com/visualstudio/kor/team-foundation-service
https://datamarket.azure.com/dataset/5ba839f1-12ce-4cce-bf57-a49d98d29a44
https://datamarket.azure.com/dataset/5ba839f1-12ce-4cce-bf57-a49d98d29a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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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신이 먼저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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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DRM-Free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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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전자책은 인쇄, 검색, 복사하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은 오탈자 교정이나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뤄지면 업데이트 관련 공지를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구매하신 전자책의 수정본은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독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되지 않습니다. 



차례

0 1    Windows 8 둘러보기 1

1.1  터치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1

1.2  다시 상상한 Windows 프로그래밍    7

1.3  Windows 8 내부    12

1.4  앱 외부    16

1.5  요약    19

0 2    앱 개발 시작하기 20

2.1  Hello World 앱    20

2.2  Bing 검색 API    20

2.3  BingSimpleSearch 앱 개발하기    23

2.4  BingSimpleSearch 앱 실행    31

2.5  WinRT 활용하기(FileSavePicker)    32

2.6  요약    35

0 3    앱 아키텍처 36

3.1  Bing 이미지 검색 앱    36

3.2  목표   37

3.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41

3.4  애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    43

3.5  MVVM(Model-View-ViewModel)    45

3.6  IoC(Inversion of Control) 컨테이너    48

3.7  내비게이션    51



3.8  MessageHub    55

3.9  애플리케이션 저장과 삭제    58

3.10  설정    60

3.11  요약    63

0 4    운영체제와 상호작용하기    64

4.1  검색    65

4.2  앱을 검색 모드로 바로 실행    72

4.3  타일    74

4.4  피커    82

4.5  공유    96

4.6  센서    105

4.7  요약    110

0 5    Windows 스토어 111

5.1  마케팅    111

5.2  배포    118

5.3  전 세계에 판매하기    128

5.4  요약    131



11장  Windows 8 둘러보기

1 | Windows 8 둘러보기

MIX 2010에서 Windows 8의 디자인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필자는 Microsoft

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Windows 8 디자인 중에서도 콘텐츠에 

초점을 둔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의 간편한 사용법이 특징적이었다. 2011년 9월 

빌드 콘퍼런스에서 Microsoft는, 주력 제품인 Windows는 물론 그 외 다른 제품

에도 Windows 8 디자인 확장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공개 버전에

서는 Windows 8 디자인을 사용하는 Windows, Windows 폰, Xbox 등 세 가지

가 최신 융합 버전으로 출시되었는데, 각각이 서로 보완하여 사용자에게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여졌다. 

Windows 8과 Windows 8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기본적으로 터치를 이용한 

상호작용을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Microsoft는 Windows를 ‘새로운 방식으로 인

식reimagine’했다고 말한다. 기존의 ‘시작 메뉴’에서 ‘바탕 화면’까지 모든 것이 다시 

설계되었고 터치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되었다. Windows 8 앱 실행을 위한 새 애플

리케이션 모델인 Windows 런타임(WinRT)은 기존의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PC

나 슬레이트 PC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운영체제 기능과 네이티브 하드웨어에 모

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1장에서는 Windows를 “새로운 방식으로 인

식”했다는 의미와 개발자가 앱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Windows 8을 전반적으로 둘러볼 것이다. 

1.1  터치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Windows 8은 Windows 폰이나 Xbox 같이 시작 화면상에 ‘타일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1-1 참조).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콘텐츠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함은 

물론, 터치 장치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Windows 8의 앱은 데스크톱용 앱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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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터치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데, 테두리나 Windows 창이 없는 대신 전체 화면

을 사용해 관련된 내용만을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경험을 최적화했다. Windows 

8에서 앱을 실행한 뒤, 오른쪽이나 하단을 가볍게 밀어 올리는 동작을 취하면 새로

운 터치 메뉴가 표시된다. 시스템 메뉴 또는 시작 표시줄은 WinRT를 통해 앱과 연

결되도록 새로운 모델을 제공한다. 앱이 실행되어도, 사용자는 전체 화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설정을 변경하거나, 검색을 하고, 다른 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Windows 7과 Windows 8의 ‘작업 관리자’ 화면

Windows 7의 작업 관리자 화면

Windows 8의 작업 관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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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시작 화면

그림 1-1  Window 8의 새로운 시작 화면

그림 1-1의 Window 8 시작 화면은 중요한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도록 새롭게 설

계되었다. 이메일, 최신 뉴스, 날씨, 주식을 살펴보거나,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상에

서 친구 소식을 확인하거나, 음악을 듣기만 해도 시작 화면에 사용자 정보를 업데

이트한다. 이는 단지 앱과 홈 화면의 상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결한다는 의미

가 아니다.

시작 화면은 밝은 색상과 명확한 글자로 구성된 타일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룹으로 설정하거나 사용자별로 개인화할 수 있다. 전체 화면 뷰에서 타일을 클릭

하면 간단히 앱을 실행시킬 수 있다. 앱은 깔끔하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

는데, 다양한 스타일의 작거나 넓은 타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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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8의 타일 스타일

기본 애플리케이션 타일 외에도 다양한 타일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향이 

뉴욕인 사용자가 날씨 정보를 출력하는 앱을 타일로 추가했다고 가정해보자. 사용

자는 뉴욕 외에도 방학 동안 여행하기로 한 런던에 대한 앱도 타일에 추가할 수 있

다. 추가한 타일은 런던의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이 타일을 선택하면 

런던의 상세한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작 화면에 대한 설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치에서 일관성이 있게 타일이 배치되

도록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 시작 화면의 타일은 축소하거나 넓게 확대할 수 

있으며, 모든 애플리케이션 그룹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작 화면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Windows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시작 화면에는 넓어진 새로운 시작 표시줄

이 제공되는데, 이를 통해 Windows의 다른 구성 요소와 통신하거나, 시작 화면으

로 되돌아가거나, 시스템상에 앱을 설치할 수 있다.

1.1.2  시작 바

시작 버튼은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Windows의 핵심이었고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특히나 Windows 8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보인다. Microsoft는 

응용프로그램 간의 연결고리로써 시작 버튼을 ‘시작 바’로 대체했다. 시작 바에는 

전통적인 Windows 로고(시작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와 참메뉴charm menu가 포

함되어 있다. 시작 바 덕분에 사용자는 어떤 앱이 실행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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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기능은 물론, 설정을 변경하는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참메뉴의 [공

유]나 [장치]를 사용하면 프린터 같은 하드웨어나 다른 앱에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

할 수 있다. 시작 바는 화면의 오른쪽을 손가락으로 밀면(또는 마우스 포인트를 오

른쪽 위나 아래쪽에 두면) 슬라이딩되면서 나타난다.

시작 바가 보이면 왼쪽 아래에 시스템 상태 정보가 겹쳐서 나타날 것이다. 상태 정

보는 알림, 네트워크와 배터리, 모니터 및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며(그림 1-2 

참조), 오른쪽의 시작 바에는 Windows 로고와 네 개의 참메뉴가 나타난다. 

그림 1-2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Windows 시작 바

 마우스를 사용해보면, 화면 코너에 있는 시작 바의 장점을 알게 될 것이다. 오른쪽 상단과 하단 

구석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시작 바가 나타난다. 단축키는 [Windows 키 +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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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메뉴에 포함된 메뉴는 다음의 네 가지다.

■ 검색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을 검색하기 위해, Windows는 [모든 프로그램] 

목록과 [파일 시스템] 검색을 공통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통합시켰다(그림 1-3). 이

를 통해 사용자는 앱, 파일, 설정 및 설치된 앱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화면

에 표시되는 앱의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하여, Windows 검색 환경을 제공한다. 

 키보드를 사용해 앱을 검색하려면, 시작 화면에서 키보드로 단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앱

이 실행 중이라면 [Windows] 키를 누르고 나서 키보드로 입력한다.

그림 1-3  기존 윈도우의 '모든 프로그램'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Windows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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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앱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른 앱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공유 기능을 사용한다. 

예전에는 복사 및 붙여넣기를 이용해 공유했었는데, Windows 8에서는 공유 기능

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고 메일을 전송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다. 

■ 장치

장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통신할 수 있는 앱이다. 기본적인 예로서 인쇄, 프로

젝터 설정과 Xbox, USB 하드드라이브 등을 비롯한 장치로 데이터 전송하기가 들

어있다. 장치 제조업체는 개발한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린터 제조업체는 프린터 앱을 만들어 프린터 드라이브를 설치하거나 프린

터를 콘트롤할 수 있는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설정

설정은 시스템 설정과 앱 설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시스템 설정에서 네트워크, 볼륨, 

화면, 알림, 전원, 키보드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앱 설정은 각 앱에 따라 달

라지는데, 그때문에 개발자들은 자신의 앱과 연관된 설정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2  다시 상상한 Windows 프로그래밍

Win32 API는 지난 15년간 Windows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였다. Widnows

의 변화와 함께 Microsoft는 프로그램(또는 앱)을 작성하는 방법을 다시 상상했

다. Windows 8에서는 다음 언어를 사용하여 앱을 만들 수 있다. 

● JavaScript와 HTML5/CSS3

● C#과 XAML

● VB.NET과 XAML

● C++와 XAML



81장  Windows 8 둘러보기

● C++와 DirectX

●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앱을 개발할 수도 있음

Windows 개발자는 위의 언어를 이용하여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즉, 어떤 언어

를 선택하든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 팀의 선호도에 

따라 개발 언어를 결정하면 된다. 어떤 언어를 선택하든 모든 Windows 8 앱은 

‘WinRT’라는 새로운 네이티브 API와 통신할 것이다. 

1.2.1  WinRT, 새로운 네이티브 API

Windows 8 앱은 처음부터 다시 만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Win32 API가 C로 작성된 반면, WinRT API는 객체지향으로 설계되었으

며, C++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로  WinRT API를 사용할 수 있다. 앱

을 실행하고 운영체제와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C++로 재작성하여 API 

메타데이터 형식(.winmd 파일)으로 만들었다. 

WinRT라는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는 성능을 최적화한다. 또한 중앙 집중적인 

파일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개발 언어에 일관성을 제공한다. UI 관련 하드웨어를 

가속하거나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을 쉽게 사용할 수도 있다. 리소스 관리는 높은 수

준에서 처리되어, 실행 중인 앱은 시스템에 부하가 생겨도 추가 리소스를 할당받을 

수 있다. 종합하자면, WinRT는 보다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1.2.2  언어 지원

WinRT API와 개발 언어 사이에 ‘프로젝션 계층projection layer’이 있다. 이 계층

은 WinRT 개체의 활성화와 프락시01를 처리한다. C#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P/

Invoke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C# 코드를 일반 코드처럼 작성하면 된다. 

JavaScript, C#, Visual Basic, C++를 이용하여 WinRT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01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다른 것이 임시로 대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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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는 C#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임에도 때로는 놀랄만큼 그 코

딩기법이나 문법이 유사하므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JavaScript

Windows 8 앱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WebHost를 이용하여 HTML5/CSS3 랜더링

하며, Chakra JavaScript 엔진을 이용하여 웹 앱을 실행한다.  Windows 8 앱은 

기존의 웹 앱과 유사하지만 테스크톱에서만 실행할 수 있었던 카메라로 사진 찍기, 

게임에서 장치의 기울기 측정, 로컬 파일시스템에서 파일을 읽거나 쓰기 등의 동작

도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JavaScript 앱은 운영체제에 있는 다른 앱과 통신할 수

도 있고, 인터랙티브 타일과 보조 타일을 지원한다. 

■ C#과 Visual Basic

기존의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02나 Silverlight 개발자라면 왜 언어의 

이름이 C# 또는 비주얼 베이직과 XAML로 변경됐는지 그리고 그 답으로 어째서 

C++과 XAML이 추가되었기 때문인지가 궁금할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

해서 XAML을 전부 C++에 노출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남아있는 코드를 실

행하기 위해 C++로 돌아가야 할텐데, 단지 XAML을 파싱하고 렌더링하기 위해 

CLR(Common Language Runtime)을 띄우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논

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일한 답은 XAML을 스택으로 내려서 다른 윈도우즈 런타

임 객체가 사용하는 같은 프로젝션 레이어에 노출하는 것이다. 이 말은 윈도우즈 8 

앱에서 사용되는 XAML이 이제는 C++로 작성된다는 뜻이다. 아직도 XAML 콘트

롤과 바인딩 기술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다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Net에 익숙한 개발자라면 많은 API와 라이브러리를 아직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02　 ‘윈도 프레젠테이션 파운데이션’이라 부르며, .NET 프레임워크 3.0의 그래픽 하부 시스템 기능이다. WPF는 

데스크톱의 윈도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차세대 그래픽 API로 고안되었다. 



101장  Windows 8 둘러보기

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8 앱을 위해 .NET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이것은 .NET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처럼 전체 .NET 

프레임워크 중에서 Windows 8 앱에 필요한 부분만 모아놓은 것이다. 이 과정에

서 Microsoft는 중복 코드와 래거시 코드를 제거했다. 멀티코어 지원과 비동기처

리 개발을 위해 API를 최적화했고,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한 UI처리도 포함된다. 

WinRT 쪽에는 공부해야 할 새로운 API들이 있긴 하지만 .NET 개발자의 기존 개

발 경험과 아주 유사하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봤을 때, Microsoft가 WPF나 Silverlight의 비중을 줄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XAML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호스트는 새로

운 네이티브 Windows 기능과 함께 WinRT 안에 포함시켰다. .NET 구성 요소 중 

남아 있는 것은 Windows 8 앱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NET Profile에 포함시켰다. 

■ C++

Microsoft는 C++ 언어를 매니지드 언어와 호환되도록 변경하여, WinRT에

서 C++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도 C++을 WinRT에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있

었지만, 네이티브 C++과 매지니드 C++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Windows 8은 C++ 컴파일러 익스텐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C++ 컴파일러 

스위치(/cx)를 제공한다. 새로운 C++ 컴파일러 스위치는 참조 개체reference object, 

부분 클래스partial classe, 제네릭generic과 같은 일반적인 관리 개념을 제공하며, 네이

티브 C++ 과 쉽게 대응할 수 있다. 

 WinRT 라이브러리는 C++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C++ 개발자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다른 언어

로 작성된 개체는 네이티브 개체와 동일한 메모리의 포인터를 가리키는 매니지드 래퍼 개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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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모델

각각의 Windows 8 앱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호스트를 로드한다. 앱의 가장 중요

한 책임은 리소스를 관리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 실행 중인 앱에 리소스가 필요하

면, Windows가 다른 앱을 닫아서 현재 앱이 충분한 리소스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앱이 사용하는 주요 리소스는 CPU와 메모리며, 리소스 부족으로 생기는 앱의 

셧다운shutdown은 별도로 처리된다. 먼저 CPU부터 살펴보자. 앱은 포그라운드

foreground를 떠나면 비활성화 이벤트를 보낸다. 이때가 현재 상태를 저장하거나 

CPU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을 툼

스톤tombston이라고 부르며, 앱은 ‘중지 상태’가 된다. 메모리가 부족할 때도 셧다운

이 발생한다.  이 경우 Windows는 메모리를 해제하기 위해 공지 없이 앱을 종료

시킨다. 하지만 앱이 종료되지 않거나 캐시 항목을 유지한다면, 앱을 실행할 때 성

능을 조금 높일 수 있다. 툼스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살펴보자.

1.2.4  단일 파일 배포

Windows의 애플리케이션 모델과 API를 다시 상상하면서, Microsoft는 배포 프

로세스를 점검하였다. 처음에는 .appx 확장자 파일이나 패키지된 단일 파일로 네

이티브 앱이 설치되도록 정책을 정했었다. 

파일 또는 배포 패키지는 .appx 파일이다. 새로운 배포 프로세스는 점진적 업데이

트도 포함하고 있다. 다수의 사용자를 위한 사이드 바이 사이드side-by-side 설치03도 

지원한다.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는 인증서로 디지털 서명되어 있고, 실행 시 

검증할 수 있는 해시도 포함되어 있다. .appx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5장에

서 살펴보자.

03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ms246609(v=vs.90).aspx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ms246609%28v%3Dvs.90%29.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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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Windows 스토어

시장에 앱을 출시하려면 간단히 Windows 스토어를 사용하면 된다. Windows 스

토어에 앱을 출시하려면, 앱에 대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인증서는 보호된 API에 

대한 잘못된 접근, 적절한 기능 사용, 적절한 예외 처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서 코드를 검증한다. Windows 스토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5장에서 알아보자.

1.3  Windows 8 내부

WinRT는 앱을 어떤 종류로든, 혹은 어떤 디자인으로든 개발할 수 있는 단순한 모

델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Microsoft는 앱

을 만들 때 따라야 하는 몇 가지 디자인 콘셉트design concept를 제공한다. 이 콘셉트

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같은 위치에 있는 뒤로가기 버튼, 애플리케이션 바 사용, 

유연한 애니메이션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Windows 8 앱은 앞서 언급

한 기능에 대한 지원 라이브러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간단히 구현할 수 있다. 

1.3.1  앱 바

앱이 전체화면으로 실행되고 기존의 윈도우 테두리가 없어지면서 파일, 도구, 도움

말 등의 메뉴가 표시되던 기존의 메뉴 바도 사라졌다. Windows 8 앱은 애플리케

이션별로 버튼이 있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바(줄여서 ‘앱 바’라고 한다)를 도입했

다. 손가락으로 화면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 앱 바가 나타난다(그림 1-4).

 앱 바를 활성화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 있는 [Windows 키 + Z]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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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앱 바가 표시된 윈도우즈 8의 날씨 앱 샘플

앱 바는 선택적으로, 또한 사용자가 완전하게 다시 정의할 수 있다. 많은 앱이 현

재 페이지의 문맥에 기반한 앱 바를 사용한다. 앱 바 디자인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Windows 개발자 센터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앱 바

에서는 커맨드는 오른쪽 정렬, 모든 버튼은 왼쪽 정렬을 권고한다. 

 앱 설정은 앱 바에서 할 수 없다. 앱 설정은 시작 바에 있는 ‘설정 참’에서 하는데, 참 설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04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apps/hh465302(v=VS.85).aspx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apps/hh465302%28v%3DVS.85%29.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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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시맨틱 줌

터치 장치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줌을 위한 줄이기와 늘이기 동작에 익숙할 것이

다. 줄이기와 늘이기 동작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지도 등 줌 기능이 필요한 앱에 사

용된다. Microsoft는 시맨틱 줌SemanticZoom의 장점을 거의 모든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화면에 수백 개의 아이템 리스트가 있다면, 아이콘 

크기를 변경하여 더 많은 아이템을 볼 수 있다. 다만, 시맨틱 줌은 기본으로 제공되

는 기능이 아니므로 앱에 이 기능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빌드 콘

퍼런스Build conference에서 발표한 샘플 앱(간단하게 줄이는 동작을 통해 전체 뷰에

서 날짜별 뷰까지 변경이 가능함)은 훌륭한 예제다(그림 1-5, 그림 1-6).

그림 1-5  전체 뷰에서 본 빌드 콘퍼런스 샘플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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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줌 아웃을 한 후의 빌드 콘퍼런스 샘플 앱

WinRT는 시맨틱 줌SemanticZoom에 대한 내장 컨트롤을 지원한다. 이 컨트롤에는 

‘줌 인 뷰ZoomedInView’와 ‘줌 아웃 뷰ZoomedOutView’의 두 가지 줌 레벨이 있다. 각각

의 뷰는 사용자 정의 GridView 또는 ListView로 내장 컨트롤을 구현할 수 있다. 

1.3.3  애니메이션

좋은 UI를 가진 Windows 8 앱을 만드려면 애니메이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JavaScript에서 DOM을 사용하든, XAML에서 스토리보드를 사용하든, 어떤 언

어를 사용하든지 애니메이션의 전환 폼을 사용할 수 있다. Windows 8 앱은 기본

적으로 몇 가지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를 지원한다. 

XAML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ThemeTransition을 사용할 수 있다. Theme 

Transition은 WinRT에서 다른 XAML 컨트롤과 함께 제공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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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전환 효과를 만들어도 되고 표 1-1의 리스트에서 있는 기능을 선택하여 사

용할 수도 있다. 

표 1-1  Windows.UI.Xaml.Media.Animation의 WinRT XAML 애니메이션 목록

방  법 설  명

EntranceThemeTransition UI로 들어갈 때처럼, 콘텐츠로 들어갈 때 미세한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RepositionThemeTransition 아이템의 위치에 변화가 생기면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AddDeleteThemeTransition 아이템이 부모 패널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ContentThemeTransition 구성 요소의 콘텐츠 속성에 변화가 생기면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ReorderThemeTransition 패널에서 자식 개체를 필터링하거나 정렬할 때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XAML 애니메이션의 전체 리스트는 Windows 개발자 센터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XAML을 사용한 애

니메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Windows 개발자 센터06를 참고하기 바란다. 

1.4  앱 외부

거의 모든 앱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터넷이나 다른 장치와 통신해야 한다. 

Windows도 통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는 앞서의 섹션에서 Windows의 새로운 기능과 앱 개발 플랫폼에 집중했다. 이번 

섹션에서는 Windows 8 앱의 새로운 기능과 더불어, 앱이 외부와 어떻게 통신하

는지 살펴볼 것이다. 

시작 화면에 있는 타일은 앱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그리고 다른 앱의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앱은 다양한 오픈 콘트

05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apps/br243232.aspx

06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apps/xaml/hh452703.aspx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apps/br243232.aspx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apps/xaml/hh452703.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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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트open contract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면 사용자의 경

험이 향상되기 때문에 웹과 통신하는, 보다 멋진 앱을 만들 수 있다. 

1.4.1  타일

모든 Windows 8 앱에는 기본 타일Tile이 제공된다. 개발자는 반드시 앱의 기본 타

일에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 타일의 이미지는 앱이 출시되거나 업데이

트될 때까지 표시된다. 기본 타일은 고정 이미지인데(정사각형 타일은 150x150 

픽셀이며, 넓은 타일은 310x150 픽셀이다), 업데이트를 보내면 라이브 타일Live 

Tile이 된다. 앱에 따라 최근 일정을 표시하기도 하고, 주변의 날씨를 표시하기도 하

며, 선호하는 팀의 최근 경기 결과를 표시하기도 한다. 라이브 타일은 앱이 실행되

지 않더라도 정보를 제공한다.

기본 타일 외에도 앱을 위한 여러 개의 보조 타일을 만들 수 있다. 보조 타일은 앱

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딥 링크deep link’

라고 부른다. 

1.4.2  피커

Microsoft는 다양한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그 외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파일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신 WinRT는 ‘피커Picker’라

는 기능을 제공하여 파일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피커는 FilePickers, 

FolderPickers, ContactPickers 같이 폼의 형태가 다양하다. 전형적인 파일 대

화상자 기능을 제공하지만, 타사 앱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여러분의 앱에 피

커와 관련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콘트랙트Contract를 제공하여 같은 파일 피커를 사

용하는 다른 앱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7은 이미지에 대한 파일 피

커다. Socialite 앱의 메뉴에 주목하자. 이 메뉴를 통해 여러분이 이전에 페이스북

에 업로드한 사진에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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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사용자 정의 앱에서 파일 피커를 나타내는 드롭다운 메뉴(Socialite)

1.4.3  참

최근 Windows 개발의 큰 도전 과제는 애플리케이션 간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다. 피커가 이런 일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뉴스 링크를 트위터 팔로워 모두에게 공

유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작업은 Windows 7에서도 가능하지만, 갑작스럽

게 컨텍스트 스위치context switch07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전에는 트위터 팔로워에게 

07　 다중 프로그램 작성 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실현을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 운영 

체계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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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링크를 공유하려면 링크를 클립보드에 복사하고, 트위터 클라이언트를 시작

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전환되고, 링크가 붙여넣기 되고, 콘텐츠가 공유되어야 이전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Windows 8에서는 간단하게 시작 바에서 공유 

참Charm을 선택한 뒤 트위터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앱을 떠나지 않고도 뉴스 링

크를 공유할 수 있다. 

앱에서 참의 원본과 대상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 참에 대해서

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1.4.4  센서와 장치

Windows 8은 태블릿 PC 같은 새로운 모바일 컴퓨팅용 장치를 위해서 다양한 센

서와 장치를 지원한다. 빌드 콘퍼런스의 샘플 태블릿 PC에는 전후방 카메라, 가속

도계Accelerometer, GPS, 심지어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카드도 장착되어 있었다. 

개발자라면 앱 개발을 위해서 샘플을 사용해 보기를 권한다. 

Windows 런타임은 모든 하드웨어와 통신할 수 있는 API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

한 장치는 거의 태블릿 PC에서만 사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API는 이전보다 쉽게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일관성 있게 장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진 네이티브 기능이나 스트림 서버는 필요하

지 않다. 센서와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을 참조하라.

1.5  요약

이번 장에서는 Windows 8 앱 개발을 시작하기에 앞서 Windows 8에 대해 대략

적으로 알아보았다. Windows 8은 Microsoft가 출시한 제품 중 가장 안전하며,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필자는 개발자들이 Windows 8 앱 개발을 즐거

운 경험으로 여기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썼다. 여러분이 개발한 앱이 Windows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이 되어 대박이 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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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앱 개발 시작하기

2.1  Hello World 앱

문법을 배우기 좋은 간단한 ‘Hello World 앱’도 있지만, 필자는 실제로 사용 가능

한 실용적인 앱을 만들 것이다. 더불어 Windows 8의 네이티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제를 점진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01

 간단한 Hello World 앱으로 실행해보고 싶다면 ‘Windows 개발자 센터’의 ‘Getting Started 

Guided’01를 참고하기 바란다.

Microsoft의 Bing 같은 유명한 검색 엔진은 검색 결과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최근 Windows Azure 마켓플레이스로 이전되어 Windows 8 앱에서 활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수많은 이미지를 검색, 

공유하고 타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먼저, 텍스트와 검색 버튼만 있는 한 페이지짜리 간단한 앱을 만들어보자. 사용자

가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웹 서비스에서 결과를 로드하고, 리스트 박스를 통해 결

과를 표시할 것이다(예제 2-1). 

앱을 만들기에 앞서 여러분이 결과 형식에 익숙해지도록 Bing 검색 API에 대해 설

명하겠다. 

2.2  Bing 검색 API

앞의 ‘책을 읽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파트에서  Windows Azure 마켓플레이스에 

01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apps/br211386

http://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apps/br21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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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Bing 검색 API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DataMarket 서비스 검색을 이용해 API 내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2-1  Bing 검색 앱

DataMarket 서비스 검색은  Bing 검색 API 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EXPLORE 

THIS DATASET]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2는 Train의 검색 결과다. 

그림 2-2 DataMarket 서비스 검색을 이용한 기차 이미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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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이 

항목들은 참조할 수 있도록, 따로 메모를 해두기 바란다.

● 쿼리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

● 결과 데이터 형식과 필드

● 서비스 최상위 URL

● 현재 표현된 쿼리를 위한 URL

● 사용자의 로그온에 관련된 기본 계정 키

Windows Azure 마켓플레이스는 또한 서비스 검색을 위한 UI를 제공하고자 

.NET 응용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한

다. Bing 검색 API 페이지(https://datamarket.azure.com/dataset/bing/

search)로 이동하면,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단일 .cs 파일로 된 ‘.NET 

C#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는 링크가 보일 것이다(그림 2-3).

그림 2-3  .NET C# 클래스 라이브러리 다운로드(마켓플레이스에 로그인해야 라이브러리 파일이 보인다)

현재 Bing 검색 API는 두 가지 형식을 지원한다. 첫 번째 형식은 다운로드한 C# 

https://datamarket.azure.com/dataset/bing/search
https://datamarket.azure.com/dataset/bing/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