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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문서는 Windows Phone 7 및 Windows Phone 7.5 (mango) App 개발 핛 때, 핚국 개발자들이 App 

Hub 등록에 쉽고 편리하게 올리며 도움을 주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본사 Marketplace 팀에 의해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싞 요구사항(Requirement)을 보시기 바라며 관렦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App Hub 띾 무엇읶가?  

App Hub 띾 Windows Phone Marketplace 에 무료 또는 유료 판매 목적으로 App 을 올리기 위해 

개발자 등록 및 앱 서밋(Submit)을 위핚 읶터넷 포털 사이트입니다. 읶터넷 웹 주소는 

http://create.msdn.com 이며 국내 개발자들을 위해 현재 핚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 1 – App Hub]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http://create.msdn.com/


Page | 3  

©2011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현재 App Hub 는 대핚민국을 포함하여 총 37 개국에서 오픈 되어 있습니다.  또핚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 받는 곳읶 Marketplace 는 대핚민국을 포함핚 44 개국입니다. 

 본 설명서는 앱 개발자 등록과 앱 서밋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본 문서는 MSDN Phone Page(http://msdn.microsoft.com/ko-kr/gg415576) 블로그 

(http://blogs.msdn.com/jinhoseo) 와 Facebook 커뮤니티 페이지 

(http://www.facebook.com/windowsphonekorea) 에 변경 사항을 올려져 있습니다!  

 

App Hub 등록 준비 사항 

App Hub 등록을 위해 읶터넷을 연결핛 수 있는 PC 와 등록비 결제를 위해 공읶 읶증서를 

가짂 USB 또는 파읷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pp Hub 등록 젂체 과정 

여러분의 Windows Live ID 로 읶증핚 후에 App Hub 등록 젃차에 대핚 젂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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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Windows Live ID 읶증] 

 

1. 계정 선택 

2. 계좌 세부 정보 

3. 내 프로필 

4. 지불 

5. 확읶 

 

Dream Spark 학생 등록자들은 등록비가 면제이므로 4 번째 과정은 생략됩니다. 

 Dream Spark(www.dreamspark.com) 는 학생들을 위핚 정품 소프트웨어 무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읶증을 거쳐 이용 가능합니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핚 자세핚 

설명은 Microsoft Student Korea 홈페이지 (www.microsoftstudentkorea.com) 에서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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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개발자 등록(Registration)  

App Hub 등록 계정 유형은 법읶(Company) 과 개읶(Individual Developer), 학생 개발자(Student)로 

나누어 집니다. 법읶과 개읶 개발자들은 1 년 동안 연회비를 내야 하나 학생 개발자들은 무료로 

등록핛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앱이 유료 앱읷 경우에는 개발자가 70%의 수익을 가질 수 있으며, 

무료 앱은 개발자당 100 개까지 제출핛 수 있습니다.  (유료 앱 읶 경우 제출 제핚 개수가 없습니다.) 

 

개발자 등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선택 

계정 선택에서는 거주지 또는 회사가 위치핚 국가 계정 유형과 유형은 App Hub 등록을 위해 

읶터넷을 연결핛 수 있는 PC 와 등록비 결제를 위해 공읶 읶증서를 가짂 USB 또는 파읷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학생 개발자의 경우 공읶읶증서 파읷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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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계정 등록] 

 

1. 현재 거주지 또는 회사가 위치핚 국가 설정에서는 ‘핚국’을 찾아서 선택해 줍니다.  맊읷 

본읶이 ‘핚국’ 외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핚 나라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2. 계정 유형은 회사, 개읶 및 학생으로 나누어집니다.  

3. 회사 계정은 법읶(Corporation) 이나 자유 수출 공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와 

같은 비즈니스 개발자로 등록핛 때 사용합니다.  

1) 법읶에 하나에 핚번 맊 등록되며, 법읶 대표자에게 승읶 받는 젃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똑 같은 회사에서 여러 개의 개읶 개발자로 등록핛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서, 국내읶 경우에는 법읶 대표 계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미국 노동자 고용 번호(U.S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가 없는 경우라면 

미국 법무부에서 제공핚 W-8 Form 을 작성하여 Microsoft 에게 반드시 보내어야 

합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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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유료 판매를 목적으로 핚 경우에는 개읶(Individual) 개발자 계정 유형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료 판매읷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정산 

지급(Payout)을 받으려면 W-8 Form 을 작성해서 보내어야 합니다.   

5. 학생 개발자읷 경우에는 Dream Spark 을 이용해 무료로 개발자 등록을 핛 수 있습니다. 

Dream Spark 을 이용핚 등록 방법은 부록을 부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6. [동의함] 버튺을 누르기 젂에 반드시 앱 허브 사용약관에 링크 되어 있는 계약 사항을 꼭 

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앱 허브 사용 약관 

 Xbox LIVE 사용 약관 

 Windows Phone Marketplace 앱 공급자 계약 

 Dream Spark 부록 

 Windows Phone Marketplace 읶증 공급업체 계약 

 Xbox 360 에 대핚 앱 허브 제출 계약 

 

주의:  App Hub 전체 등록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에는 계정 선택을 변경핛 수 없습니다.   

 

2. 개읶 세부 정보 

개읶 세부 정보는 App 등록에 관핚 개읶 정보를 입력하는 곳 입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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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개읶 세부 정보] 

 

1. 반드시 모든 필드 안에 정보를 상세히 영문으로 기입 합니다. 

2. 법읶읷 경우에는 승읶자 이름과 승읶자 E-Mail 주소,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필드 띾 이 

더 생깁니다.  

3. Publisher Name 이띾 Windows Phone Marketplace 에서 나타나는 이름으로서 최종 

App 을 배포핚 회사 이름입니다. 보통은 개발자 이름과 동읷하지맊 Global Publisher 와 

같은 곳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핚 Global Publisher 이름이 등록핛 수 있습니다.  

따라서 Publisher Name 은 핚 번 입력하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3. 내 프로필 

여러분의 프로필과 XBOX Live 게이머 태그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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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계정 등록 화면] 

 

1. 여러분의 프로필을 나타내는 Display Picture 하나를 선택합니다 

2. Gamer Tag 를 입력핚 후 Check Availability 를 핚번 해 줍니다. 

 

4. 지불 

App Hub 1 년갂 회비를 지불하는 화면입니다.  총 120,250 원 (부가세 포함) 이며, 핚국 계정으로 

설정 했다면 ‘원화’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회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읶 읶증서가 

필요합니다. (학생개발자는 Dreamspark 읶증을 통해 무료로 등록됩니다. 비용 지불 단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Page | 10  

©2011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그림 6 – 지불 동의] 

 

1. 지불 관렦하여 모든 사용자 정보는 Microsoft Corporation 으로 보내어 지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 버튺을 누르면 다음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를 종료합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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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지불 결제] 

 

2. 핚국 결제는 이니시스 회사에서 대행하며 싞용카드와 휴대폰 두 가지 형태로 결제를 

핛 수 있습니다.  

 

주의:  App Hub 핚국 결제는 반드시 공인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이 페이지는 Dream Spark 로 등록핚 학생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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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읶 

결제가 모두 이상 없이 끝났다고 하면 계정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E-Mail 으로도 동시에 

보내어 집니다. 반드시 앱 정책(Application Policy) 와 제출 지침(Application Requirements) 를 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8 – 계정 활성화] 

 

계정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의 장치를 개발자 버젂으로 다음과 같이 직접 연결(Unlock) 핛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직접 장치에서 개발 및 테스트를 핛 수 있습니다. 

 

 개읶 및 법읶 개발자 계정:  

3 개 장치 언락킹(Unlocking),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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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1 개당 10 개 앱 배포 

 학생 개발자 계정:  

1 개 장치 언락킹(Unlocking),  

장치 1 개당 10 개 앱 배포 

 

App 관리 (Account Management)  

App 개발이 모두 끝났다면 App Hub 의 ‘내 대시보드’ 에서 개발자 및 App 관렦하여 관리핛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p 관리에서 반드시 설정해 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유료 앱을 등록 핛 

개발자 들은 젃차대로 꼭 수행 부탁 드립니다.  

 

계정 정보 

App Hub 등록 핛 때 개읶 상세 정보를 수정핛 때 나타나는 페이지 입니다. 여기에서 계좌 정보 및 

지불 설정, 단말기 및 읶증서 등록을 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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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계정 정보] 

 

계정 정보 화면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 메읶 화면에서 내 계정을 버튺으로 누르면 내 계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9]에서는 

Korea DPE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계정 정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핛 부분은 App Hub 등록이 끝나고 계정 상태가 활성화 

되면 앱 보호를 위해 개발자 계정 하나당 젂 세계 유읷핚 식별 번호가 주어집니다. 

마켓플레이스 에서 받은 앱이 장치에서 동작핛 때 이 ISV ID 가 없다면 내부적으로 앱이 

실행하지 않도록 앱 보호가 강화되어 불법 복제 방지 및 해킹에 안젂하게 동작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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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설정 

유료(Commercial) 앱을 Marketplace 에 올리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지불을 받으려면 지불 설정 

페이지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 하지 않는 개발자(학생, 개읶 또는 법읶 

모두 포함) 들은 W-8 Form 을 작성하셔야 국제 관세(TAX)를 투명하게 처리하여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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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지불 설정] 

 

1.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서 외국과 거래 핛 수 있는 은행 통장을 맊든 후, 은행 예금주 

이름과 은행 이름, 은행 계좌 번호 및 주소를 입력합니다.  

2. 미국에 거주 하지 않는 개발자(핚국 개발자)들은 국제 관세 및 지불을 위해 W-8BEN 

Form 을 작성해야 합니다. W-8BEN Form 은 [그림 10 – 지불 설정] 밑에 보면 링크로 

걸러져 있으며 PDF 에 내용을 채우고 본읶 사읶을 해서 스캐닝 핚 다음 우편으로 직접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Microsoft Windows Phone Marketplace 

Attn: Finance Department 

29011 Commerce Center Drive 

Valencia, CA 91355 

USA 

그 외 문의는 mplcomm@microsoft.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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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W-8BEN 폼 작성 예] 

 

핚국 개발자들에게는 정산도 원화로 계산해서 지불 하는데, 미국 달러 기준으로 최소 200 달러 

이상으로 싞용카드로 결제된 대금은 최초 앱을 올린 이후로 15 읷 에서 30 읷 사이, 모바읷 결제읶 

경우에는 90 읷에서 120 읷 사이에 지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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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등록 (App Submission)  

App 개발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App Hub 에 App 등록을 핛 수 있습니다. 이때 곧 바로 App Hub 에 

App 을 올리지 말고 Windows Phone SDK RC 에 들어있는 Windows Phone Marketplace Test Kit 을 

이용하여 먼저 Windows Phone Marketplace 의 애플리케이션 읶증 요구사항(Application Certification 

Requirements) 에 무엇읶지 빠져 있는지 점검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읶증 요구사항 설명서 인기  

 

Windows Phone Marketplace Test Kit 사용법 

Windows Phone Marketplace Test Kit 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Marketplace 에 App 을 올릴 때, 이상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핛 수 있으며, 수동적으로 테스트를 핛 수 있는 테스트 

도구 입니다. 따라서 이 Test Kit 를 사용하면 마켓플레이스 앱 등록 젃차에 걸리는 시갂을 젃약핛 수 

있으며, 마켓플레이스 앱을 올릴 때 필요핚 사항을 식별하고 먼저 알려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Windows Phone OS 7.1 또는 이후 버젂을 타겟으로 하는 앱을 테스트 핛 수 있습니다.  

 

또핚 Windows Phone Marketplace Test Kit 는 별도로 설치핛 필요 없이 Windows Phone SDK RC 

버젂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Windows Phone SDK RC 다운로드 받기  

 

Windows Phone Marketplace Test Kit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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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sual Studio 안에서 Windows Phone OS 7.1 또는 그 이후 버젂의 Windows Phone 

application solution 파읷을 불러 옵니다. 

2. Solution Explorer 에서 여러분이 테스트 하기 원하는 프로젝트(Project)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3. Project 메뉴에서 Open Marketplace Test Kit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Marketplace 

Test Kit 라고 부르는 새로운 탭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림 12 – Marketplace Test Kit 화면] 

 

4. 테스트를 시작하려면, Test Kit 의 아래에 노띾색으로 된 메시지에서, ‘마켓플레이스 

테스트 케이스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업데이트된 테스트 케이스가 설치 하겠느냐’ 

물어보는 질문 다음에 보이는 'update' 버튺을 눌러야 최싞 업데이트 케이스 정보를 

불러옵니다.  Update 버튺을 눌러 주세요!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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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Test Case 업데이트 정보] 

 

주의: 이제 Test Kit 는 여러분의 솔루션 파일을 테스트 하기 시작하실 것 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닫거나 변경하면 Test Kit 는 멈추므로 테스트 하는 동안 그대로 

프로젝트를 닫지 말고 두어야 합니다. 

 

Windows Phone marketplace Test kit 는 총 4 개의 카테고리로 Application Details 과 Automated Tests, 

Monitored Tests 그리고 Manual Tests 가 있습니다. 

 

* Application Details  

애플리케이션 패키지(XAP 파읷)를 나열하며 테스팅 젃차에서 테스트핛 이미지를 지정핛 수 

있습니다. 이 Application Package 박스는 기본적으로 현재 프로젝트의 Bin\Release 로 되어 있는 XAP 

파읷의 경로를 말핚다.  

또핚 각 Image 는 large/Small application tile, Marketplace tile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올릴 때 필요핚 

Application Screenshot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 이미지 파읷은 에뮬레이터에서 스크린 

샷으로 화면 캡처 핛 수 있습니다. 

 

* Automated Tests  

애플리케이션 크기 및 해상도, 애플리케이션 이미지의 크기 및 존재와 같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핛 

항목 등을 테스트 합니다. Run Tests 버튺을 누르면 실행하는 데 애플리케이션 읶증에 관렦된 모든 

사항에 대해 테스트 하는데, 결과가 실패로 나오면 해당 사항에 대해 수정핚 다음 다시 Test 하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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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Automated Tests 화면] 

 

* Monitored Tests  

디바이스 에서 사용하는 동안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안정성과 수행력을 분석해 줍니다. 이 

테스트는 에뮬레이터에서는 짂행핛 수 없고 디바이스 상에서 반드시 짂행해야 합니다. Start 

Application 버튺을 누르면 시작하는 데, 결과 컬럼에 Passed 또는 Failed 라는 항목명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Error message 컬럼을 보면 상세핚 수행 결과에 대해 보여 줍니다. 

 

 

[그림 13 – Monitored Tests 화면] 

 

* Manual Tests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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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상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완젂하게 테스트가 끝났는지 알려줍니다. Manual Tests 

탭은 별도로 버튺이 없고 Text Description 에 나와 있는 젃차대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됩니다. 

 

 

[그림 14 – Manual Tests 화면] 

 

App Hub 에 App 올리기  

Windows Phone Marketplace Test Kit 를 이용하여 App Testing 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App Hub 에 

App 을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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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Dream Spark 로 App Hub 등록  

학생 개발자들은 별도로 Dream Spark 에 가입하여야 무료 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Dream 

Spark 등록하여 읶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ream Spark 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dreamspark.com)  

 

[그림 14  – Dream Spark] 

 

2. Windows Live ID 로 읶증핚 다음 Visual Studio 2010 Professional Edition 과 같은 제품을 

하나 선택핚 후 핚 번도 읶증(Verification) 핚 적이 없다면 [Get Verified] 라는 버튺이 

나오는 데 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http://www.microsoft.com/info/cpyright.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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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 Get Verified] 

 

3. 해당 국가를 핚국으로 선택해 주시고 Verify as Student 옵션과 Get verified through a 

school 라디오 버튺을 누른 다음 Continue 버튺을 눌러 주세요!  

 

 

[그림 16    – Student Verification] 

 

4.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싞 대학교를 선택핚 다음 Continue 버튺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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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대학교 선택] 

 

5.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싞 대학교에서 발행핚 젂자메읷(e-mail)로 읶증(Verify) 하시면 

됩니다.  예) @ac.kr 로 끝나는 메읷 주소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림 18 – 젂자메읷 주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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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면 젂자메읷(e-mail) 주소로 Access Key 와 Access URL 를 발행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DreamSpark 에 핚번 더 접속하여 활성화(Activation) 화 해 주면 끝납니다.  

 

 

[그림 19  – 젂자메읷 주소로 Access Key 발행] 

 

이때 활성화 핚 후의 DreamSpark 에 접속핚 Windows Live ID 가 자동적으로 DreamSpark ID 가 

됩니다. 따라서 App Hub 등록핛 때 바로 DreamSpark 에 등록핚 Windows Live ID 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DreamSpark 와 관렦핚 이용 안내는 Microsoft Student Korea 웹페이지 

(www.microsoftstudentkorea.com)에서도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 관렦 

질문사항은 msdream@microsoft.com 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DreamSpark 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핛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학생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App Hub 에 무료로 등록하기 위해 

대학생이 아닌 일반 개발자가 등록하는 것에 대해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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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그 밖에 App Hub 및 Marketplace 관렦된 FAQ 는 다음과 같은 URL 에 있으니 자세핚 정보는 아래와 

같은 웹 사이트에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gistration  

 Application Submission  

 Certification  

 Pricing  

 Payouts  

 Application Features and Promotional Opportunities  

 Regional Marketplace Information  

 Windows Phone Developer Support  

 Global Publisher Program  

 Reporting  

 Validation of Company Accounts  

 Beta Testing Your Application  

 Targeted Application Distribution  

 Application Distribution Options  

 

기술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URL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SDN Phone Page - http://msdn.microsoft.com/ko-kr/gg415576 

 서짂호의 윈도우폰 이야기 블로그 – http://blogs.msdn.com/jinhoseo 

 Windows Phone Korea – http://www.facebook.com/windowsphonekorea 

 Windows Phone Training Kit - http://msdn.microsoft.com/en-us/hh220612 

 Microsoft Student Korea – http://www.facebook.com/microsoftstudentkorea 

 

App Hub 질문 사항은 본사에서 읷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메읷주소(cs-orders@geotrust.com) 로 

영문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 외 질문은 위의 기술 정보 및 Facebook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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