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2

Six Bookmarks의 서버 서비스

Six Bookmarks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나 스펙에 관해서는 3장에서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들여다보기로 하자. 일단 이 책에서 사용할 서버를 설치해 놓았다. 
REST 기반(RESTful이라고도 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서버는 Six Bookmarks 애플리케이션의 로

그온을 처리하고, 즐겨찾기를 검색하여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를 다시 애플리케이션에 보낸다. 이 

과정에서 서버는 OData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모든 작업을 처리한다(OData 프로토콜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Six Bookmarks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는 상용 제품이다. 한 가지 방식은 

일반적인 상용 제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오픈소스 제품인데, 이 책에서는 오픈소스 버전 기반의 

서비스에 액세스한다. 그리고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 공용 서버와 통신한다. 우리가 사용할 오픈소

스 서버는 샌드박스(sandbox)역주1를 지원하며, 앞으로 진행할 서버 작업을 위해 새로운 계정이 필

요하다.1)

역주1 샌드박스는 외부에서 들어온 프로그램이 보호 영역에서 동작하면서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

안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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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클라우드”에 관한 이야기나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다. Six Bookmarks의 서버 서비스는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이 책에서 사용할 서버

는 공용 인터넷에 호스트되어 “클라우드에” 즐겨찾기를 저장하거나 다시 “클라우드에서” 즐겨

찾기를 검색한다.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겠지만, 해당 소스 코드는 http://code. 
multimobiledevelopment.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역주2 이 코드나 그 밖의 다른 코드들은 

모질라 공개 라이선스 1.1(Mozilla Public License 1.1)에 따라 배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mozilla.org/MPL/MPL-1.1-annotated.html에 잘 설명되어 있다.2)

API 계정 만들기

API 계정을 생성하려면 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을 방문한다. 화면에 표

시되는 페이지에서 Register a new API account(새 API 계정 등록) 링크를 클릭하면 그림 2-1과 같은 

등록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 사이트(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는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

라서 이 책에 제공된 스크린샷 중 일부는 현재 제공하는 웹 페이지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테스트용이라서 HTTPS로 액세스하더라도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다. 제품 애플리케이

션을 제작할 경우에는 보안 설정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정을 만들어보자. 이메일 주소를 올바로 입력하면 나중에 비 번호를 

재설정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스팸 메일을 걱정하느라 이상한 주소를 입력하지 말길 

바란다.

Register Account(계정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로그온된다.

역주2 이 웹 페이지의 맨 아랫부분에 Services 항목이 있다. 설명 부분의 http://github.com/mbrit/AmxMobile.Services-

1.1/downloads 링크를 클릭하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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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등록 페이지

사용자 만들기

계정을 등록해야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고유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다. 
서버에는 단일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나 즐겨찾

기가 저장되는데, 이는 애플리케이션과 조금 다른 상황일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책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과정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샌드박스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 그러나 제품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서비스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데이터 손상이나 

비정상적 동작을 막으려면 독자들의 데이터를 개별 “가상 데이터베이스”로 분리해야 한다. 그러

나 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수만 명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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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기서는 ApiKeys, Users, Bookmarks 등 세 가지 테이블로 작업할 텐데, 다음의 그림 2-2에 

이 테이블들의 개체-관계 다이어그램(ERD, Entity-Relationship Diagram)을 나타내었다.

ApiKeys

ApiKeyld

Username
PasswordSalt
PasswordHash

PK

Users

Userld

ApiKeyld
Username
PasswordSalt
PasswordHash

PK

FK1

Bookmarks

Bookmarkld

Userld
Name
Url
Ordinal

PK

FK1

그림 2-2 ApiKeys 테이블, Users 테이블, Bookmarks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ERD

API 계정을 등록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쯤해서 사용자라는 용

어를 정리해보자. 여기서는 모바일용 Six Bookmarks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장치에서 사용하게 

될 사람을 의미한다. 사용자를 만들려면 Manage Users(사용자 관리) 링크를 클릭한다. 현재 사용자

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림 2-3처럼 사용자가 없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림 2-3  현재 사용자가 없음을 알리는 “Manage Users(사용자 관리)” 페이지

Add a new user(새 사용자 추가) 링크를 클릭하면, 그림 2-4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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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dit User(사용자 정보 수정)” 페이지

적어도 한 명의 사용자를 생성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Users 서비스

“Users(사용자)” 서비스는 RESTful 웹 서비스로서, 사용자를 로그온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이 책에서는 사용자를 로그온해주는 기능만을 다루지만, 사용자 등록 등 다른 기능을 제공하

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앞으로 작성할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을 이해

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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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ful 웹 서비스

“RESTful” 웹 서비스는 REST 원칙에 따른 서비스로서, REST란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를 일컫는다. REST는 공식적인 표준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일련의 원칙 및 제약조건의 

집합으로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한다. 또한 REST는 원격 서비스

를 작업하기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바로 이 점이 큰 인기를 끌고 널리 사용되는 이유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구축하기도 편하게 할 뿐더러 소비하기도 편하게 한다.

RESTful 웹 서비스를 매우 직관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HTTP GET 요청을 사용하

고, 그 결과를 XML로 받아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다. HTTP 요청은 쿼리 문자열에 명시한 파라

미터를 포함하는 GET 요청이 될 수도 있다. 또는 XML을 전달하는 POST 요청에도 파라미터가 

포함될 수 있다.

계속해서 사용자 서비스의 로그온 과정을 보다 상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호출 테스트하기

여기에 쓰일 API는 커스텀 HTTP 헤더를 전송하는 과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 브라우

저에서는 테스트할 수 없다. 따라서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커스텀 코드를 작성하지 말고, 테스

트용 도구를 다운로드해서 서비스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이 도구는 http://services.multimobile 
development.com/의 첫 화면에서 API REST Web service의 Documentation 링크를 클릭한 다

음, Downloads 탭을 클릭하거나 직접 http://code.google.com/p/sixbookmarks/downloads/list를 

입력하면 압축파일을 찾을 수 있다. 찾아야 할 테스트용 도구는 닷넷 애플리케이션으로서 파일명

은 AmxMobile.Services-<Version>-TestClient.zip이다.역주33)

이 유틸리티를 실행하면 API username header와 Token header를 입력하는 필드, URL을 입력

하는 필드가 보일 것이다. 이 두 필드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일단 응답을 안내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만 이해해 두자.역주44)

로그온 작업 검사하기

사용자 서비스로 맨 먼저 시도할 것은 사용자를 로그온하는 것인데, 제대로 로그온한다면 그 다

음 요청에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받게 된다.

역주3 원서에 표시된 주소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사이트의 구성도 사뭇 달라졌다. 찾아야 하는 파일명은 2010년 6월에 

업로드된 AmxMobile.Services-1.0.40611.2208-TestClient.zip이다.

역주4 압축파일을 풀면 여러 파일이 풀려나오는데, 그 중에서 AmxMobile.Services.TestClient.exe를 실행한다.



13Users 서비스

테스크 도구를 열면 다음과 같이 미리 입력된 URL 필드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apirest.aspx?operation=
logon&password=APIPASSWORD

Send Request(요청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2-5와 같은 응답 결과를 얻는다.

그림 2-5  API 서비스에 대해 실패한 요청

그림과 같이 오류가 반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외가 Error 요소에 다시 반환되는 것, 그리고 오류가 반환되면 HasException 요소가 true로 

설정되는 것이 REST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에 해당한다. XML에 나타난 값은 1이지만, 
datatypes 스키마는 1을 불린 값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오류 알림 및 전송 서비스는 필자가 디자인한 것으로서, RESTful 웹 서비스는 이런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RESTful 서비스의 느슨한 구조(construct) 안에서 합

리적이고 논리적인 프로토콜을 디자인하는 것은 서비스의 소유자가 할 일이다.

다시 그림 2-5로 돌아가자. 표시된 오류 내용은 “Neither a logon token nor API key were 
provided in this request(로그온 토큰 및 API 키가 이 요청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인데, 헤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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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제공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서버의 작업을 호출하려면 토큰이 필요하다. 그런데 토큰을 얻으려면 서버를 호출해야 하니 이런 

경우를 두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서버의 어떤 작업은 토큰이 

필요하지 않는데, 바로 API 서비스의 Logon 작업이다. 이 작업은 다른 메서드와 사용하기 위한 

토큰을 얻는 데에만 사용된다.

토큰 얻기

이 테스트용 도구를 실행하면 API 서비스에 연결하여 Logon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 기본값이

다. 먼저 API username header에 조금 전 만든 계정을 입력하고, URL에서 password 값에 해당 

비 번호를 입력한다.

제대로 입력했다면 Send Request 버튼을 클릭하자. 그림 2-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6 API 서비스에 대해 성공한 요청

Result 요소를 확인하면 LogonOk라고 표시되어 오류가 반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면 LogonOk가 아니라 InvalidPassword가 표시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Token으로서, 다른 모든 요청에 사용할 토큰이다. 이 토큰을 복사

하여 Token header에 붙여넣기 하자. 이 토큰은 곧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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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로그온해주기

이제 사용할 토큰을 얻었고 API도 인증했으니, 실제로 사용자를 로그온해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API 서비스를 사용했고, 이제부터는 Users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다.

테스트용 도구에서 User Logon 링크를 클릭하면 URL이 다음과 같이 바뀐다.

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usersrest.aspx?operation=
logon&username=USERNAME&password=PASSWORD

Users라는 REST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URL이 이렇게 구성된 것이다. 이 문자열의 

USERNAME과 PASSWORD 부분을 앞에서 만든 사용자명과 비 번호로 바꾸고, 토큰을 제대

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했다면 그림 2-7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 있게 Send 

Request 버튼을 클릭하자.

그림 2-7  Users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성공한 응답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LogonOk 응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LogonOk는 여러분이 

인증한 사용자에게 토큰이 바인딩되었음을 나타낸다.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

면 동일한 토큰을 다른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시 본론

으로 돌아가면,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에는 InvalidUsername, InvalidPassword, 
AccountInactiv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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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해지하기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API에서 로그오프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Logoff 작업이다. 테스트

용 도구에서 API logoff 링크를 클릭하면 URL이 새롭게 표시된다. Send Request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2-8과 같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API 서비스에 대한 “로그오프” 호출이 성공한 응답

Logoff 작업은 서버가 토큰에 바인딩된 자원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행을 삭제하는 것이다). 토큰 청소에 대해서는 네이티브 애플

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곳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다.

Bookmarks 서비스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서비스는 Bookmarks OData 서비스이다. OData는 한창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서, 웹 2.0 세상에서 데이터 교환의 실질적인 표준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

아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OData는 훌륭하고 실용적인 작업 방식을 갖춘 제대로 된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관계형 데이터와 디바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하도록 OData를 이 책에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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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ta를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공식 사이트인 http://www.odata.org/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테스트 데이터 추가하기

OData 서비스의 동작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

자별 즐겨찾기를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에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에 로그온하고 작업하려는 사용자를 선택한다.역주5 그런 

다음 페이지 아랫부분의 Manage this user’s bookmarks(이 사용자의 즐겨찾기 관리) 링크를 클릭한다. 
그러면 그림 2-9와 같이 즐겨찾기를 정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난다.5)

그림 2-9 세 가지 즐겨찾기를 보여주는 “Edit Bookmarks(즐겨찾기 편집)” 화면

역주5 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에 로그온한 다음, Manage users(사용자 관리) 링크를 클릭하면 앞에서 

만든 사용자가 표시된다. 이 사용자명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를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가 표시되는데, 이 

페이지 아랫부분에 Manage this user’s bookmarks(이 사용자의 즐겨찾기 관리) 링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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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를 몇 가지 입력하고 Save Changes(변경내용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OData로 작업하기

자, 이제 Bookmarks 서비스를 사용해보자. 테스트용 도구를 다시 사용할 텐데, 그러면 토큰이 

또 필요하다. 지금 토큰이 없다면 앞 내용에 따라 다시 토큰을 얻는다.

테스트용 도구에서 Bookmarks OData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URL 결과를 다시 얻게 된다.

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

Send Request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2-10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

은 이 테스트용 도구가 계속해서 특별한 헤더를 전송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헤더가 없거나 정확

하지 않으면, 서비스 호출은 거부된다.

OData 표준에서는 데이터가 ATOM 포맷이나 JSON 포맷으로 리턴된다. JSON 포맷은 웹 페이

지의 Ajax 호출과 작업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여기서는 ATOM 포맷이 적절한데, 

중요한 것은 OData가 공개 표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핵

심 데이터 프로토콜로서 OData가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고, 완전한 패키지로 구현한 닷넷 3.5 

SP1을 시작으로 OData를 애저(Azure) 플랫폼에서 지원한다.

그림 2-10  Bookmarks OData 서비스에 대해 성공한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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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화면에서 Bookmarks 서비스가 Bookmark라는 데이터 타입을 반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XML의 atom:title 요소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테스트용 도구를 사용할 텐데, 다음 주소를 

URL 입력란에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앞에서 작성한 즐겨찾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출력된다. 

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Bookmark

이제부터는 스크린샷이 아닌 리스트 형태로 XML 출력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야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다음의 XML 코드에서는 이 호출로부터 반환된 6가지 즐겨찾기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즐겨찾기가 있다면 다음 출력 결과와 달라질 것이다.

<?xml version="1.0" encoding="iso-8859-1" standalone="yes"?>
<feed xml:base="http://services. 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
 xmlns:d="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08/dataservices"
 xmlns:m="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08/dataservices/metadata"
 xmlns="http://www.w3.org/2005/Atom">
  <title type="text">Bookmark</title>
  <id>http://services. 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Bookmark</id>
  <updated>2010-04-18T10:54:32Z</updated>
  <link rel="self" title="Bookmark" href="Bookmark" />
 
<entry>
    <id>http://services. 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Bookmark
(1002)</id>
    <title type="text"></title>
    <updated>2010-04-18T10:54:32Z</updated>
    <author>
      <name />
    </author>
    <link rel="edit" title="Bookmark" href="Bookmark(1002)" />
    <category term="AmxMobile.Services.Bookmark" scheme="http://schemas.microsoft.com/
ado/2007/08/dataservices/scheme" />
    <content type="application/xml">
      <m:properties>
        <d:BookmarkId m:type="Edm.Int32">1002</d:BookmarkId>
        <d:UserId m:type="Edm.Int32">1001</d:UserId>
        <d:Name>.NET 247</d:Name>
        <d:Url>http://www.dotnet247.com/</d:Url>
        <d:Ordinal m:type="Edm.Int32">1</d:Ordinal>
      </m:properties>
    </content>
  </entry>
  <entry>
    <id>http://services. 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Bookmark(1001)</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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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text"></title>
    <updated>2010-04-18T10:54:32Z</updated>
    <author>
      <name />
    </author>
    <link rel="edit" title="Bookmark" href="Bookmark(1001)" />
    <category term="AmxMobile.Services.Bookmark" scheme=
"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08/dataservices/scheme" />
    <content type="application/xml">
      <m:properties>
        <d:BookmarkId m:type="Edm.Int32">1001</d:BookmarkId>
        <d:UserId m:type="Edm.Int32">1001</d:UserId>
        <d:Name>Google</d:Name>
        <d:Url>http://www.google.co.uk/</d:Url>
        <d:Ordinal m:type="Edm.Int32">0</d:Ordinal>
      </m:properties>
    </content>
  </entry>
 
  <entry>
    <id>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Bookmark(1003)</id>
    <title type="text"></title>
    <updated>2010-04-18T10:54:32Z</updated>
    <author>
      <name />
    </author>
    <link rel="edit" title="Bookmark" href="Bookmark(1003)" />
    <category term="AmxMobile.Services.Bookmark" scheme=
"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08/dataservices/scheme" />
    <content type="application/xml">
      <m:properties>
        <d:BookmarkId m:type="Edm.Int32">1003</d:BookmarkId>
        <d:UserId m:type="Edm.Int32">1001</d:UserId>
        <d:Name>Topaz Filer</d:Name>
        <d:Url>http://www.topazfiler.com/</d:Url>
        <d:Ordinal m:type="Edm.Int32">2</d:Ordinal>
      </m:properties>
    </content>
  </entry>
</feed> 

ATOM 포맷이 명료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낯설어도 그 포맷을 이해하기는 매우 쉽다. 각 

feed/entry 요소에는 데이터 항목(이제부터는 앞으로 사용하게 될 객체의 관계 매핑 구조에 대해 일관된 

명명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엔터티”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 feed/entry 요
소 안에 있는 m:properties 요소에 데이터가 들어간다(즐겨찾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테이블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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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1:1로 대응된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요소로 ID가 있는데, ID는 각 항목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URL을 제공한

다. 그러나 서비스가 데이터를 반환하게 하려면 특별한 헤더를 전송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즐겨찾기 집합에 들어 있는 어떤 항목의 ID를 골라 다시 요청하면 이에 해당하는 XML 코드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Topaz Filer 즐겨찾기의 ID인 아래 주소를 URL 입력란에 입력해보자.

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Bookmark(1096)

다음은 이 즐겨찾기 하나에만 해당하는 XML 코드다.

<?xml version="1.0" encoding="iso-8859-1" standalone="yes"?>
<entry xml:base="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
xmlns:d="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08/dataservices"
xmlns:m="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08/dataservices/metadata"
xmlns="http://www.w3.org/2005/Atom">

  <id>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Bookmark(1003)
</id>
  <title type="text"></title>
  <updated>2010-04-18T10:55:13Z</updated>
  <author>
    <name />
  </author>

  <link rel="edit" title="Bookmark" href="Bookmark(1003)" />
  <category term="AmxMobile.Services.Bookmark" scheme=
"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08/dataservices/scheme" />
  <content type="application/xml">
    <m:properties>
      <d:BookmarkId m:type="Edm.Int32">1003</d:BookmarkId>
      <d:UserId m:type="Edm.Int32">1001</d:UserId>
      <d:Name>Topaz Filer</d:Name>
      <d:Url>http://www.topazfiler.com/</d:Url>
      <d:Ordinal m:type="Edm.Int32">2</d:Ordinal>
    </m:properties>
  </conten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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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ta 쿼리

OData 표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작업을 제공한다.

그 중 하나는 $metadata 지시자로서, 이 지시자는 서비스가 반환하는 데이터 포맷을 결정하기 

위한 깔끔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다음 요청을 하면 데이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metadata
<edmx:Edmx Version="1.0" xmlns:edmx="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06/edmx"> 
  <edmx:DataServices xmlns:m="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
08/dataservices/metadata" m:DataServiceVersion="1.0"> 
    <Schema Namespace="AmxMobile.Services" xmlns:d=
"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08/dataservices" xmlns:m=
"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08/dataservices/metadata" xmlns=
"http://schemas.microsoft.com/ado/2007/05/edm"> 
      <EntityType Name="Bookmark"> 
        <Key> 
          <PropertyRef Name="BookmarkId" /> 
        </Key> 
        <Property Name="BookmarkId" Type="Edm.Int32" Nullable="false" /> 
        <Property Name="UserId" Type="Edm.Int32" Nullable="false" /> 
        <Property Name="Name" Type="Edm.String" Nullable="true" /> 
        <Property Name="Url" Type="Edm.String" Nullable="true" /> 
        <Property Name="Ordinal" Type="Edm.Int32" Nullable="false" /> 
      </EntityType> 
      <EntityContainer Name="BookmarkCollection" m:IsDefaultEntityContainer="true"> 
        <EntitySet Name="Bookmark" EntityType="AmxMobile.Services.Bookmark" /> 
      </EntityContainer> 
    </Schema> 
  </edmx:DataServices> 
</edmx:Edmx>

또 한 가지 방식은 데이터를 제한하기 위한 쿼리를 실행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이름이 Google
인 모든 즐겨찾기를 반환하려면 다음처럼 요청을 한다.

http://services.multimobiledevelopment.com/services/bookmarks.svc/
Bookmark?$filter=Name eq 'google'

유의할 점은 이곳이 쿼리에 추가 제한조건이 더해지는 곳이어서, 서비스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즐겨찾기 집합에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즐겨찾기만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나중에 자

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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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우리는 어떤 사용자의 모든 즐겨찾기를 검색하고 변경 내용을 알리는 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rror! Hyperlink reference not valid(오류! 하이퍼링크 참조가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오

류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껏 OData를 경험하길 바란다. www.odata.org 웹 사이트에는 프로토

콜에 관한 정보가 매우 많이 실려 있고, Six Bookmarks 서비스보다 더욱 흥미롭고 완전한 기능

을 갖춘 데이터셋 참조 또한 포함되어 있다. 유용한 OData 서비스는 www.odata.org/ 
produced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OData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알리기

앞서 설명한 대로 서버 쪽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OData를 사용할 텐데,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이 과정을 보여주기가 녹록치 않다. 아쉽지만 다른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로그온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한하기

서비스의 안을 들여다보면 IIS가 요청을 받을 때, ASP.NET, ADO.NET, WCF(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는 함께 동작하며 요청을 처리한다. 그래서 SQL 구문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SQL 서버로 전달된다. SQL 구문이 실행되기 바로 전에 추가 제한조건이 더해져 사용자 

ID와 로그온한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즐겨찾기가 반환된다. 따라서 WCF가 select * from 
bookmarks 구문을 실행하려고 하면 추가 제한조건이 슬며시 더해져 실제로는 select * from 
bookmarks where userid=27이 실행된다(사용자 ID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먼

저 URL 재작성을 사용하여 토큰을 추출하고, HttpContext.Current.Items 컬렉션에 이 토큰을 

저장한 다음, 적당한 시간에 역참조하고, 최종적으로 SQL 쿼리에 추가 제한조건을 첨부한다.

서버 소스 코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면 이 코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의 

서버가 이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정리

이 장에서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첫 만남을 가졌고, 앞으로 작성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에 데이터와 기능을 제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API 서비스와 Users 서비스의 호출 방

법을 살펴보았으며, Bookmarks OData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도 들여다보

았다. 다음 장에서는 Six Bookmarks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와 스펙을 살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