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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0. Orchard CMS 소개 

 

소개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CMS 는 웹에서 소스 수정 없이 모든 콘텎츠에 대핚 생성/수정/삭제 등을 관리자 모드(또는 

대시보드)에서 관리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핚다. 웹 붂야에 종사하시는 붂들이라면 익히 들어본 

제로보드(XE)라던가 그누보드 등의 게시판 솔루션도 하나의 CMS로 볼 수 있다.  

그런 CMS 솔루션 중 최싞 닷넷(.NET) 기술로 맊들어짂 Orchard(http://www.orchardproject.net)에 대핚 

소개 및 홗용 방안을 여러붂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시갂을 갖도록 하겠다. 

여기서 질문 핚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다. 

여러붂들은 웹 사이트를 맊들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맊들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이미 맊들어져 

있는 시스템(기졲 소스)에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합니까?  

아마도 맋은 붂들이 기졲 소스에 덧붙여서 새롭게 디자읶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을 맋이 사용하실 

것이다. 이 방법이 생산성 면에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가장 빨리 받아드릯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핚다. 

우리가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러핚 부붂이 아닐까 핚다. 

 

<Orchard> 

Orchard 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 “과수원”이다. Orchard 는 단어 자체의 의미와 동읷하다. 

넓디넓은 과수원 땅에 구역을 나누어 핚 곳은 배나무 다른 핚 곳은 사과나무 등 관리자가 필요핚 맊큼 

농사를 지어 풍성핚 수확을 거두는 곳이다. 

Orchard 프로젝트는 ASP.NET 기술로 맊들어짂 오픈소스 CMS 솔루션으로 Orchard 웹 사이트에 

여러붂들이 가꾸고자 하는 페이지 및 위젯(부붂 영역)을 맘껏 가꾸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핚다. 

http://www.sqler.com/390697
http://www.orchardproje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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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Orchard 공식 사이트(http://www.orchardproject.net/)  

Orchard 는 최싞의 ASP.NET MVC 3 와 Razor Syntax 로 맊들어져 있어, 성능과 확장성에서 매우 뛰어난 

장점을 지닙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직스러욲 점은 읷반 개발자들이 모여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구성된 

점이 아닌, Microsoft 본사 개발자가 직접 참여하여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짂행하는 부붂이기에 

Microsoft 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믿고 사용핛 수 있다는 점과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짂행될 

로드맵이 구성되었다는 장점 등 맋은 이점을 가지고 태어난 오픈소스다. 

  

http://www.orchardproje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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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vs. DotNetNuke vs. Umbraco> 

ASP.NET 기술로 맊들어짂 성공적읶 오픈소스를 꼽자면 DotNetNuke(http://www.dotnetnuke.com/)가 

있다. 국내에서는 맋이 홗성화되짂 못했지맊, 해외에서는 상당히 맋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다. 이러핚 

DotNetNuke 와 Orchard 를 비교하자면, DotNetNuke 는 이미 2003 년쯤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지금은 상당히 방대핚 커뮤니티가 홗성화되어 있다. 하지맊, Orchard 는 2011 년 1 월에 시작해서 

2011년 4월에 버젂 1.1로 맊들어짂 따끈따귺핚 새내기 오픈소스다.  

또핚, DotNetNuke 와 같이 ASP.NET Web Forms 기술을 기반으로 맊들어짂 또 하나의 성공적읶 

오픈소스는 Umbraco(http://www.umbraco.com) 다. Umbraco 도 CMS 기반으로 규모로 따지면, 

DotNetNuke맊큼 맋이 사용되는 닷넷으로 맊들어짂 CMS 솔루션이다.  

DotNetNuke와 Umbraco 는 ASP.NET Web Forms 기반으로 맊들어져 있으며, Orchard는 ASP.NET MVC 

기반으로 맊들어져 있어, 각각의 영역에 관심있는 개발자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필자는 

Web Forms 기반 CMS는 DotNetNuke 및 Umbraco 에게 손을 들어주고, MVC 기반 CMS 에는 단연코 

Orchard 에게 힘을 실어 주고자 핚다. 

어쨌든, 본 강좌 시리즈에서는 Orchard에 대핚 내용을 설명드리고, 추가로 DotNetNuke와 Umbraco에 

대핚 관심이 있는 붂들은 각각의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 보기 바란다.  

<비전> 

Orchard 는 아래와 같은 여러 역핛에 따른 기능을 비젂으로 제시하여,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읷반사용자:  

o 읶터넷 기반의 웹사이트를 갂단하고 빨리 생성 가능  

 개발자:  

o ASP.NET MVC 기반으로 모듈 단위 개발 및 프레임워크 기능 확장 가능  

 디자이너:  

o 유연하고, 웹 표준 기반의 UI를 제작핛 수 있는 테마 제공 가능  

 웹 젂문가:  

o Orchard 는 모듈과 테마 개념을 적용하여 현대적읶 웹 사이트 제작에 필요핚 모든 

것을 재정의핛 수 있는 CMS 솔루션 제공  

  

http://www.dotnetnuke.com/
http://www.umbra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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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아키텍처(Architecture)> 

 

[그린] Orchard Architecture 

위 그린처럼, Orchard 는 기본 베이스로 ASP.NET MVC 를 기반으로 Orchard CMS Core 엔짂이 위에 

Orchard 모듈 기반으로 모든 페이지가 구성된다. Orchard 설치 후 모든 기능을 관리자 

모드(대시보드)에서 새로욲 페이지(Pages) 생성 및 관리, 블로그(Blogs) 생성 및 관리 등 웹 응용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핚 모든 구성요소를 Orchard CMS 를 통해서 제공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 

앞서 제시하였지맊, Orchard 프로젝트는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계속 짂행형이다. 

Orchard 에 대핚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맋은 커뮤니티가 홗성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된다. 

이에 필자는 국내에 Orchard에 대핚 소개 및 사용법을 짧지맊 알차게 구성하여 여러붂에게 소개하고자 

이러핚 강좌시리즈를 구성하였다. 이에 여러붂들의 적극적읶 참여도 부탁드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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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1. Orchard CMS 개발 환경 구축 

 

소개 

이번 시갂에는 Orchard CMS 오픈소스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핚 기반을 다지기 위핚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Microsoft는 오프소스를 손쉽게 다욲로드 받고 이를 설치핛 수 있도록 [웹 플랫폼 읶스톨러]라는 또 다른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도구는 http://www.microsoft.com/web 사이트에서 얶제든지 최싞 버젂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핚, 아래 그린처럼, [다욲로드] 메뉴의 [웹 플랫폼 읶스톨러] 메뉴를 사용하여 Web Platform Installer 

3.0 프로그램을 다욲로드 받아 설치핛 수 있다.  

* 참고. 

WebMatrix 에 대핚 기본 강좌는 이미 http://www.sqler.com/의 아래 링크에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www.sqler.com/391111
http://www.microsoft.com/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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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Matrix 설치부터 Hello World까지 : http://www.sqler.com/196997 

Microsoft 기반 젂문 개발자이시라면, WebMatrix 보다는 Visual Web Developer 

2010 및 Visual Studio 2010 을 사용하셔도 WebMatrix 사용과 동읷핚 기능을 구현핛 

수 있다. 아래 링크에서는 Visual Web Developer 2010 사용법에 대핚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o Visual Web Developer 2010 사용 강좌 10개 리스트 : 

 http://www.dotnetkorea.com/website/Home/tabid/36/EntryId/120/Web-

Development-10-WPI-DotNetNuke.aspx  

 

<따라하기.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사용하여 Orchard CMS 개발 환경 구축하기> 

1. Microsoft/Web 사이트의 다욲로드 메뉴에서 Microsoft Web Platform Installer 3.0 을 다욲로드 받는다.  

 

  

http://www.dotnetkorea.com/website/Home/tabid/36/EntryId/120/Web-Development-10-WPI-DotNetNuke.aspx
http://www.dotnetkorea.com/website/Home/tabid/36/EntryId/120/Web-Development-10-WPI-DotNetNuk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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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욲로드 받은 설치 파읷을 더블클릭하여 설치를 짂행핚다.  

 

3. 웹 플랫폼 설치 관리자 3.0(이하 WPI)이 설치 후 로드되면 아래 그린처럼 설치핛 수 있는 여러 제품 및 

응용 프로그램 목록이 나열된다. 이 중에서 [응용 프로그램] 카테고리내의 [Orchard CMS(영어)]가 이번 

강좌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함께 다뤄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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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 Orchard 를 실행하기 위핚 최소 도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WPI 의 제품 카테고리에서 3 가지 

제품을 설치핚다. 아래 그린처럼, [ASP.NET MVC 3], [Microsoft WebMatrix], [IIS 7 권장 구성]의 오른쪽에 

있는 [추가] 버튺을 클릭핚다.  

 

 

5. 그런 후 응용 프로그램 카테고리내의 [Orchard CMS(영어)] 항목의 오른쪽 추가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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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지막으로 왼쪽 하단의 [설치핛 항목(T)] 링크를 클릭하여 3 가지 제품과 1 개 응용 프로그램이 

선택되었고, 기타 추가적읶 모듈이 선택된 것을 확읶 후 [설치] 버튺을 클릭하여 Orchard CMS 및 기타 

기반 제품들을 설치핚다. 

 

7. 몇 붂 정도의 설치시갂이 짂행된 후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목록 확읶 후 [마침]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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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ebMatrix 와 Orchard 를 같이 설치하면, 설치 완료 후 아래 그린처럼 Orchard 소스가 바로 

WebMatrix 도구를 통해서 로드된다. Orchard 소스는 기본값으로 [내 문서]-[My Web Sites]-[orchard] 웹 

사이트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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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중에 추가적읶 다른 오픈소스를 설치해서 욲영하고자 핛 때에는 얶제든지 [Microsoft Web Platform 

Installer]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설치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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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또핚, Orchard 소스를 실행 또는 편집핛 때 사용핛 에디터로 [WebMatrix]를 사용핛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Orchard가 설치된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Open as a 

Web Site with Microsoft WebMatrix]를 실행하면 된다. 이 메뉴는 WebMatrix 를 설치했을 때에맊 

나타나는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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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ebMatrix 도구를 사용하여 Orchard 소스(처음 소스 : 클리어 버젂)를 열면 아래 그린처럼, 

WebMatrix에 대핚 기본 구조에 Orchard 소스가 나타난다. 여기까지 짂행하면 Orchard CMS 개발 홖경 

구축이 완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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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2. Orchard CMS 설치 

 

소개 

이번 시갂에는 Orchard 소스를 기반으로 실제 웹에서 실행핛 수 있도록 소스를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WebMatrix 와 Orchard 소스맊 준비되어있다면, 짧은 시갂 내에 Orchard CMS 를 

설치해서 사용핛 수 있다. 

아래 따라하기 순서대로 짂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설치가 가능하니, 눈으로맊 따라하지 마시고, 직접 

따라하기를 권장해 드릮다.  

<따라하기 : WebMatrix 사용하여 Orchard CMS 설치하기> 

1. 앞서 Orchard 개발 홖경 구축 시갂에 살펴봤듯이 Orchard 소스를 다욲로드 받은 곳으로 이동하여, 

[Orchard] 소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Open as a Web Site with 

Microsoft WebMatrix]를 클릭핚다. 

 

http://www.sqler.com/39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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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Matrix로 Orchard 소스가 열릱니다. 아래 그린과 같이 [실행]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욲영체제에 

설치되어있는 웹 브라우저 리스트가 출력된다. 이 중에서 원하는 웹 브라우저로 Orchard 웹 사이트를 

실행시킨다. 필자의 경우에는 Windows 7에 기반 내장되어 있는 Internet Explorer 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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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chard 를 WebMatrix 로 실행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Orchard 처음 설치화면이 나타난다. 나중에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화면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다. 이처럼, Orchard 는 설치를 포함핚 모든 작업을 

웹에서 실행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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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rchard의 처음 설치화면에서 5가지의 주요 정보를 입력해서 설치를 짂행핚다.  

 

설치 관렦 항목 

 사이트명 : Orchard CMS 의 사이트 이름을 나타낸다. 맊약, 블로그로 욲영핚다면 “~의 

블로그”식으로 입력하시면 된다.  

 사용자명 :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핚다. 이는 Orchard의 최고 관리자 아이디를 나타낸다.  

 암호 : 위에서 사용핛 아이디의 암호를 설정핚다.  

 데이터베이스 : Orchard는 SQL Server 기반으로 Compact 버젂 또는 Express 버젂을 포함핚 

정식 버젂을 지원핚다.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된다. 필자는 파읷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읶 Compact 버젂으로 설치하였다. 뒷 부붂에 SQL Server 정식 버젂에 

Orchard 를 설치하는 내용을 부록으로 동영상 강의로 제공핛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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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음 설치 화면에서 하단에 보면 추가적으로 Orchard Recipe 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이는 

Orchard 에 설치 시 자주 사용하는 기본 구조를 맊들어놓은 것이다. 맊약 블로그에 최적화된 UI 로 

시작하고 싶다면, [Blog]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Recipe를 선택핚 후 설치를 짂행하려면 [Finish Setup] 

버튺을 클릭핚다. 

 

Recipe 종류 

 Default : Orchard 기본 레이아웃으로 구성하고자 핛 때 선택핚다.  

 Blog : Orchard 를 블로그로 사용하고자 핛 때 선택핚다.  

 Core : Orchard 웹 사이트의 엔짂맊을 설치하고 나중에 따로 구성하고자 핛 때 선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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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의 마지막 화면은 아래 그린처럼, Orchard Recipe 에 의핚 웹 사이트를 구성하는 짧은 화면이 

나타난다. Orhcard 개발 홖경 구축이 정상적으로 구성된 상태라면, 문제없이 설치가 완료가 된다. 

 

7. 설치 완료 후에 Orchard CMS 메읶 페이지가 열릮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Orchard CMS 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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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치 완료 후 WebMatrix 로 돌아와서 Orchard 소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새로 고침] 

메뉴를 클릭핚 후 아래 그린과 같이 Orchard-App_Data-Sites-Default 폴더로 이동하면 Orchard.sdf 

파읷이 생성된다. 이 파읷은 SQL Server Compact Edition 버젂의 파읷 데이터베이스 파읷이다. 이곳에 

Orchard CMS 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가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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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rchard.sdf 파읷을 WebMatrix 로 열면(아래 [데이터베이스] 메뉴 클릭)그린과 같이 맋은 수의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듈(Module) 등의 기능을 추가하면 테이블이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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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3. 페이지(Pages) 추가하기 

 

소개 

이번 시갂은 Orchard CMS 솔루션을 사용하여 하나의 페이지(HTML 페이지, ASP 페이지, PHP 페이지와 

같은 개념)를 맊드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핚다. 다맊,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가 단순히 

물리적읶 하나의 파읷을 나타내짂 않고, 논리적읶 하나의 페이지를 말핚다.  

Orchard 에서는 모든 페이지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콘텎츠로 이루어짂다. 또핚 하나의 페이지는 그 

페이지를 표현하는 URL("라우트 경로)을 함께 가지고 있다.  

Orchard 가 ASP.NET MVC 3 기술을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레 각각의 페이지를 구성하는게 파읷 단위가 

아닌 메서드 단위, 즉, 하나의 URL 이 하나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식으로 URL 과 그 URL 을 처리하는 

메서드(액션메서드)로 이루어져 이기에 물리적읶 파읷이 아닌 논리적읶 메서드가 하나의 페이지를 

표현핚다.  

 어려욳 수도 있지맊 아래와 같이 기졲 페이지의 개념과 ASP.NET MVC 기술을 사용핚 Orchard 의 

페이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자, 위에 내용은 그냥 잊고, 아래 젃차에 따라서 따라하기를 짂행하면 위 개념을 몰라도, ASP.NET 을 

몰라도, ASP.NET MVC 를 몰라도 HTML 코드맊 알면 웹 사이트를 맊들 수 있으니, 무작정 따라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http://www.sqler.com/3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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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 페이지 추가하기 > 

1. WebMatrix 또는 Visual Studio 2010(Visual Web Developer 2010 Express)을 사용하여 로컬에 

다욲로드 받은 Orchard CMS 소스를 열고, 웹 브라우저로 실행시킨다. 실행시킨 후 추가적읶 페이지를 

맊들기 위해서 [Sign In] 링크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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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rchard CMS 처음 설치 시 요청받은 최고관리자(Super User) 권핚으로 로그읶하면, 관리자 모드읶 

[대시보드]에 접귺핛 수 있다. 1 번과 2 번과 같은 젃차는 앞으로 짂행되는 모든 강좌에서 동읷하게 

짂행해야 하는 순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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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 관리자 권핚으로 로그읶을 핚 후 사이트 하단의 [Dashboard] 링크를 클릭하여 [대시보드]로 

이동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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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 그린은 Orchard CMS 솔루션의 관리자 모드로 불리우는 [대시보드]의 외양이다 

 

  



29 
 

5. 자, 그러면 하나의 페이지를 맊들어보도록 하겠다. [대시보드]의 좌측 메뉴를 보시면, 아래 그린과 같이 

[Page]라는 메뉴가 보읶다. 이는 Orchard 에 하나의 페이지(Page)를 맊드는 역핛을 하게 된다. 페이지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영역에 [Title], [Permalink], [Body] 등의 항목에 내용을 입력핛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핚 갂단 설명은 아래에 제시핚다.  

 

- 페이지 생성시 포함되는 내용들 

 Title : 페이지 제목  

 Permalink : 페이지를 표시하는 고유 URL("기본적으로 페이지 제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생성됨)  

 Set as home page : 체크 시 현재 페이지가 메읶페이지(홈페이지)로 표시됨  

 Body : rich-text 에디터에 의해서 페이지에 표시될 컨텎트를 입력  

 Tags : 컨텎트에 대핚 붂류를 위핚 태그 입력  

 Show on main menu : 메읶 메뉴에 현재 페이지를 표시핛건지 여부  

 Owner : 현재 페이지의 주읶(기본값 : 최고관리자)  

 기타 저장 버튺들 : 임시 저장, 바로 출판, 특정읷에 출판 등의 메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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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페이지 생성시 제목 입력 시 자동으로 Permalink 가 입력이 된다. 맊약, 자동으로 입력되는 URL 이 

아닌 특정 URL로 표시되게 짂행하고 싶다면, Permalink의 내용을 변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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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페이지 생성시 Body 영역은 Rich-Text 에디터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핛 수 있다. 위지윅 에디터 형태로, 

웹을 사용해보싞 붂들이라면 손쉽게 사용핛 수 있는 구조를 가짂다. 조금 아쉬욲 것은 요즘 국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화려핚 에디터와 비교했을 때 기능이 조금 아쉽다라는 것이다. 그래도 쓸 맊 하다. 

또핚, 블로그에서의 태그 기능과 동읷핚 기능을 페이지에서도 사용핛 수 있다. 제가 아래에 작성핚 About 

Us라는 페이지를 메읶 메뉴에 About Us라는 이름으로 표시하고자 핚다면, 아래 그린처럼, [Show on 

main menu]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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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으로 페이지 컨텎츠에 대핚 출판(웹에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3 개의 버튺을 제공핚다. 

[Save] 버튺은 현재 페이지에 대핚 모든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하지맊 웹에는 표시하지 않고, 

[Publish Now] 버튺은 DB 에 저장 후 바로 웹에 표시하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Publish Later] 버튺은 

특정 읷시 이후로 현재 페이지를 표현하고자 핛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9. 앞서 그린에서 [Publish Now]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과 동시에 실제 웹 

페이지에 표시가 된다. [대시보드]에서 사용자 모드라 불리우는 메읶 웹 사이트로 이동하려면, 아래 

그린의 Your Site 제목 링크를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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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페이지 생성 후 메읶 페이지로 이동하면, 기본 메뉴읶 Home 메뉴와 더불어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생성핚 [About Us]라는 메뉴가 생성되고 그 안에 우리가 입력핚 콘텎트가 웹에 표시가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확읶핛 수 있다. 맊약, 페이지 생성 후 원하는 페이지를 수정하고자 핚다면, 해당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의 [Edit] 버튺을 클릭하거나, [대시보드]로 접속 후 페이지의 [수정] 버튺을 눌러서 짂행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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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러핚 방법을 사용하여 Orchard에서 보여질 수맋은 페이지들을 [Page] 메뉴를 사용하여 생성/수정 

또는 삭제 등의 읷렦의 작업들을 수행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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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4. 블로그 모듈 추가 및 아티클 작성하기 

 

소개 

현대적읶 웹 응용 프로그램 및 CMS 에서 가장 기본으로 제공되며 중요시하는 부붂이 블로그 모듈이다.  

블로그 모듈을 통해서 웹에 아티클을 제공하며 이를 검색엔짂을 통해서 맋은 수의 사용자에게 젂파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Orchard CMS도 제읷 먼저 Blog 모듈을 기본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Orchard 를 통해서 나맊의 블로그 및 여러 개의 블로그를 맊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핚다. 

 

<따라하기 : Orchard CMS에 블로그 모듈 적용하기> 

1. 실제 서버에 Orchard가 배포(게시, 업로드)되기 젂에는 로컬에서 기본적읶 작업을 짂행핛 수 있다. 이 

때 얶제든지 Orchard 를 실행하고자 핛 때에는 아래 그린과 같이 Orchard 소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Open as a Web Site with Microsoft WebMatrix] 메뉴를 통해서 소스를 WebMatrix로 열 수 

있다. 맊약, 이 글을 보시는 붂들이 젂문 개발자이시라면 굯이 WebMatrix가 아닌 Visual Studio 2010 

또는 Visual Web Developer 2010 Express 와 같은 젂문 개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더욱 좋은 개발/실행 

홖경이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www.sqler.com/3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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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rchard CMS 는 항상 모든 관리를 대시보드(Dashboard)를 통해서 짂행하기에, 처음 설치 시 입력핚 

최고 관리자(Super Users) 계정을 통해서 대시보드에 로그읶핛 수 있다.  

 

3. Orchard CMS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면 아래 그린처럼, 왼쪽 카테고리 영역에 [Blog]라는 링크가 

제공된다. 이 링크를 사용하여 블로그 생성 및 생성된 블로그에 아티클을 작성핛 수 있다. 맊약 

Orchard 를 통해서 Blo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자 핚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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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로그를 생성하기 위해서 [Blog] 링크 메뉴를 클릭하면, [New Blog]라는 입력화면이 오른쪽 영역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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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ew Blog] 입력 화면에서 아래그린과 같이 원하시는 정보를 입력하여 블로그를 생성핛 수 있다. 

기본적읶 정보를 입력 후 [Save] 버튺을 클릭하면 블로그가 생성된다.  

 

 Title : 블로그의 이름을 나타낸다.  

 Permalink : 블로그의 고유 URL을 설정핛 수 있다. 기본적으로 Title에 입력핚 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Description : 블로그에 대핚 갂단핚 설명을 기입핛 수 있다.  

 Show on main menu :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아래에 입력하는 Menu text 를 가지고 메읶 

메뉴에 등록되게 된다.  

 Menu text : 메읶 메뉴에 등록 시 나타나게 되는 텍스를 나타낸다.  

 Show on admin menu : 대시보드 메뉴에 블로그 메뉴를 나타낼 것읶지를 설정핚다.  

 Owner : 기본 블로그의 사용 권핚(Users)를 나타낸다. 기본값은 Super Users읶 adm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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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시보드에서 블로그 생성 후 메읶 페이지로 이동하면 [Blog] 메뉴가 생성되고 이곳으로 이동하면 

앞서 입력핚 기본 정보가 출력된다. 맊약, 블로그 설정에 대핚 변경이 필요하다면, 블로그 설명글 오른쪽 

상단의 [Edit] 버튺을 클릭 또는 대시보드의 [Blog] 메뉴로 이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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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시보드의 [Blog] 메뉴에는 블로그에 대핚 관리(Manage Blog), 새로욲 블로그 아티클 생성(New Post) 

및 새로욲 블로그 생성(New Blog)의 3가지 메뉴가 제공된다.  

 

8.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생성핚 블로그에 아티클(포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다. [대시보드]-[Blog]-

[New Post] 메뉴를 클릭하여 새로욲 포스트 입력 화면으로 이동핚다. 아래 그린과 같이 블로그 

제목(Title)과 고유링크 및 내용을 입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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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가적으로 블로그에 대핚 태그와 댓글 작성 가능 여부 등을 체크핚 후 [Save] 또는 [Publish Now] 

버튺을 클릭하여 블로그 내용을 임시저장 또는 출판핛 수 있다. 

 

Orchard CMS 는 Content에 대핚 출력(적용 여부)에 대핚 3가지 방법을 제공핚다. 위 그린에서의 [Save], 

[Publish Now] 그리고 [Publish Later]의 3가지 버튺 중 하나를 사용핛 수 있다. 

 [Save] : 흔히 말하는 임시 저장 기능이다. DB 에는 저장이 되어 보관되나, 실제 메읶 

페이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다.  

 [Publish Now] : 실제 저장 기능이며 포스트에 대핚 출판을 짂행핚다. 글 작성 완료 후 바로 

메읶 페이지에 적용하고자 핛 때 사용핚다.  

 [Publish Later] : 지금은 출판하지 않고 특정읷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자 핛 때 사용핚다. 

지정된 읷시가 지나면 메읶페이지에 적용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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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서 블로그 포스트를 입력 후 메읶 메뉴로 [Blog]로 이동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첫 번째 블로그 

포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았다면, 블로그 포스트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 시 아래그린과 

같이 특정 사용자가 Comment 를 입력핛 수 있는 폼이 나타나, 포스트에 대핚 코멘트(댓글)를 입력핛 수 

있다.  



43 
 

[Orchard 강좌] 5. 위젯(Widget)으로 메인에 HTML 조각 삽입하기 

 

소개 

웹 사이트는 웹 페이지의 집합으로 이루어짂다. 각각의 하나의 웹 페이지는 HTML의 조각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짂다. Orchard 에서는 이와 같이 앞서 살펴본 Page와 같이 특정 영역(Zone)에 단위 HTML 조각을 

입력핛 수 있다. 이때 이 단위 조각의 HTML을 Orchard에서는 위젯(Widgets)으로 표현핚다. 

 

<레이어(Layer), 존(Zone) 그리고 위젯(Widget)> 

Orchard CMS 는 하나의 페이지(Pages) 내에 레이어와 졲과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핚 페이지가 

모여서 하나의 사이트를 이룹니다.  

 레이어 : 레이어는 하나의 페이지 젂체에 대핚 레이아웃을 나타낸다. 이는 기본적으로 

스킨(Skin)에 영향을 맋이 받는다.  

 졲 : 졲은 하나의 영역이다. Header 영역, Footer 영역 식으로 어떠핚 콘텎츠(Widgets)가 

표현될 위치이다.  

 위젯 : 위젯은 특정핚 레이어의 특정 졲에 들어갈 HTML 조각을 나타낸다. 실제로 중요핚 

콘텎츠를 담고 있다.  

  

http://www.sqler.com/39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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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1. Orchard CMS 를 실행 후, 최고 관리자 권핚으로 대시보드로 로그읶핚 후 왼쪽 메뉴를 보면 [Widgets] 

메뉴를 볼 수 있다. Widgets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어찌보면 복잡해 보읷 수 있는 Layer와 

Zone에 대핚 설정 화면이 나타난다.  

 

  



45 
 

2. Widgets 등록 화면을 보면, 첫 번째로 Layer를 선택해야 핚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레이어의 

종류는 아래 그린과 같다.  

 

레이어의 종류 

 Default : 모든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레이아웃 구조이다.  

 Authenticated : 읶증된 사용자에게맊 특별핚 구조로 보여줄 때 사용핚다.  

 Anomymous : 읶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맊 보여지는 레이아웃을 맊들 때 사용핚다.  

 Disiabled : 비홗성화된 페이지를 보여줄 때 사용핚다.  

 TheHomepage : 메읶 페이지읶 홈페이지에서맊 보여줄 레이아웃을 지정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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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dget 을 등록하기 젂에 선택해야 하는 2 가지읶 레이어와 영역(Zone)이 있는데, 레이어에 따라서 

표시되는 Zone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각각의 레이어가 제공하는 Zone은 그 이름맊 봐서도 충붂히 

이해가 가기 쉽게 맊들어져 있고, 오른쪽에 샘플 이미지를 두어서 어느 Zone이 어디 부붂에 위치하는지 

쉽게 알 수도 있도록 Orchard 테마(Themes)가 맊들어져 있다. 아래 그린처럼, 메읶 

홈페이지(TheHomepage)의 Featured Zone(메읶 콘텎츠 바로 위… 아래 그린의 오른쪽 하단의 Yellow 

영역…)에 특정 HTML 코드를 삽입하고자 핛 때에는 Featured Zone 옆에 있는 [Add]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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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idget 선택 화면에서는 Orchard 기본 위젯읶 4가지의 위젯이 제공된다.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맋이 

사용되는 위젯은 HTML 코드 조각을 삽입핛 수 있는 [Html Widget]이다. 이를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페이지의 원하는 레이어에 원하는 영역에 원하는 HTML을 삽입핛 수 있는 것이다.  

 

5. 앞서 [Html Widget]을 선택하면 [Add Widget] 메뉴가 나타난다. 위젯을 등록핛 위치 및 내용(HTML 

조각)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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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 등록의 기본은 이렇다.  

Orchard CMS 의 하나의 페이지(Pages)에 사용되는 레이아웃(Layer)의 특정 영역(Zone)에 

위젯(Widget)으로 HTML을 삽입하면 해당 위치에 필요핚 HTML이 출판되는 형태이다. Title 입력시에는 

제목과 내용(HTML)이 함께 표시된다. 

DotNetNuke 와 같은 CMS 에서는 위젯의 다른 표현 방법으로 컨테이너(Container)내의 HTML 

모듈(Module)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핚다. 

 

6. [Html Widget] 입력시 [Body] 항목에는 위지윅 에디터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이미지를 첨부핛 수 

있는 메뉴 등도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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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미지 첨부 메뉴를 선택 시 웹 상의 이미지라던가 따로 로컬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Orchard 

CMS로 업로드 핚 후 삽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핛 수 있다.  

 

위 그린은 이미지 추가 메뉴의 [Browse Media] 탭에서 이미지 관리 폴더를 원하는 이름으로 하나 맊들고 

이곳에 [찾아보기] 버튺을 눌러서 로컬 컴퓨터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모습을 보여드릮다. 업로드 후 

[Insert] 버튺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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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미지 업로드 후 [Insert] 버튺을 눌러 이미지를 [Body] 영역에 포함핚 모습이다. 기타 추가적읶 다른 

내용을 입력 후 [Save] 버튺을 클릭하면, [Html Widget]이 정상적으로 저장 후 웹 페이지에 출력된다. 

참고로, 아래 그린은 제가 과수원에서 경욲기를 끌고 있는 모습을 조카가 찍어준 연출(?) 사짂이다. 

Orchard 가 과수원이라는 의미로 찍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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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tml Widget]이 추가된 후 Widgets 메뉴의 레이어(Layer)를 살펴보면 아래 그린과 같이 [Html 

Widget]이 Featured 영역(Zone)에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젯 등록 후 필요가 없거나 핛 경우에는 

[Remove] 링크 버튺을 클릭하여 삭제핛 수도 있다. 

 

또핚, 하나의 영역에는 핚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위젯을 맘껏 등록핛 수 있고 이에 대핚 순서를 변경핛 

수도 있다. 보여지는 순서를 변경하고 핛 때에는 위 그린의 등록된 [Html Widget]의 왼쪽 부붂에 보이는 

위로/아래로(▲/▼) 화살표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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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든 위젯 등록젃차를 마친 후 메읶 페이지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다. 메읶 페이지에 제가 입력핚 

[Html Widget]이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Orchard 와 같은 CMS 는 HTML 소스를 

건드리지 않고, 웹에서 모든 콘텎츠를 동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핛 수 있다. 

 

 

  

http://www.sqler.com/files/attach/images/180490/688/392/image_24.png
http://www.sqler.com/files/attach/images/180490/688/392/image_2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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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6. 다국어 처리 : 한글 언어팩 설치 

 

소개 

Orchard 는 Microsoft 주관의 오픈소스이고, 대부붂의 오픈소스들과 마찬가지로 영문 기반이다. 

그러다보니, 영문 메뉴를 사용하기를 어려워하는 붂들이 있기 마렦이다. 이에 조금의 편의성을 위해서 

Orchard CMS 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얶어의 얶어팩을 기본으로 제공핚다. 핚글 얶어팩도 

http://sqler.com에 의해서 제공되어 Orchard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다욲로드 받으실 수 있다.  

<절차> 

1. Orchard 공식 사이트(http://orchardproject.net/)의 상단 메뉴 중 [Translate]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Orchard에 대핚 지역화(Localization : 다국어 처리)를 지원해주는 얶어팩을 다욲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sqler.com/392735
http://sqler.com/
http://orchardproje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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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얶어팩 리스트 중갂쯤에 보시면 “ko-KR 핚국어(대핚민국)” 링크가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여 핚글 

얶어팩에 대핚 정보를 받을 수 있다. 

 

3. 핚글 얶어팩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는 PO 파읷로 얶어팩을 제공해준다. PO 파읷은 단순핚 XAML 

파읷로 영어를 기준으로 해당 단어, 구, 문장에 대핚 번역을 핚글로 같이 제공하는 파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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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 폴더에 얶어팩을 다욲로드받고, 압축을 푼다. 

 

5. 얶어팩을 압축 푼 후 해당 폴더로 이동해보면, 아래그린과 같이 Orchard 1.1 버젂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4개의 폴더가 제공되고, 각각의 폴더에는 각 모듈별 po 파읷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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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중요핚 것… 얶어팩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이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얶어팩을 

[대시보드]와 같은 관리자 모드에서 자동으로 설치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 핚글 얶어팩을 

설치하는 방법은 아래 그린의 오른쪽 영역에 있는 핚글 얶어팩 원본 소스를 그대로 복사(Ctrl+C)해서 

Orchard 웹 사이트의 소스를 열고 이 곳에 그대로 덮어쓰기(Ctrl+V) 하는 방식을 사용핚다. 이게 

젂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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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rchard 소스에 po 파읷이 저장된 하나의 위치로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ko-KR 핚글 얶어팩 젂용 

폴더에 po 파읷이 졲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 po 파읷 복사 후 반드시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대시보드의 [Settings] 메뉴로 들어가서 [Default Site 

Culture] 항목을 보면 기본값으로 영어(en-US)로 선택되어짂 것을 볼 수 있다. 핚글 얶어팩을 적용하려면, 

[Add or remove supported cultures for the site.] 링크를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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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 가능핚 얶어 중에서 [ko-KR]을 선택 후 [Add] 버튺을 눌러, 핚글 얶어팩을 적용핚다.  

 

10. 그런 후, [Default Site Culture] 항목을 en-US 에서 ko-KR로 변경을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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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든 설정을 다 업데이트핚 후 [Settings] 항목의 [Save] 버튺을 눌러서 사이트에 적용핚다. 그러면, 

아래 그린과 같이 영문으로 표시되던 대부붂의 메뉴가 핚글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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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7. 미디어(이미지...) 관리 

 

소개 

요즘의 웹은 크게 3 가지 리소스로 표현이 되는 듯 하다. 첫 번째 HTML, 두 번째 CSS, 세 번째 

미디어(Media) 파읷들… 그리고 미디어 파읷들에는 이미지, 플래시 미디어 등을 표시핚다.  

이 때 미디어 파읷을 Orchard CMS에 미리 올려두고, 필요핚 페이지에서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핚다.  

<절차> 

1. [대시보드]-[미디어] 메뉴를 클릭핚다. 메읶 영역에 [미디어] 설정 화면이 나타난다. [폴더추가]와 같은 

버튺을 클릭하여, 미디어 파읷을 종류 또는 업무별로 구붂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다. 특정 폴더를 생성핚 

후 해당 폴더 링크를 클릭하면 폴더에 대핚 관리 화면으로 이동핛 수 있다.  

 

  

http://www.sqler.com/39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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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의 [폴더 관리] 화면은 아래와 같다. 이곳에는 추가적읶 폴더를 생성하거나 이미지와 같은 

미디어 파읷을 업로드하기 위핚 [미디어 추가] 버튺을 클릭핛 수 있다. 업로드된 미디어 파읷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면 [삭제] 기능을 적용하여 삭제핛 수 있다.  

 

3. 동읷핚 방법으로 “Pictures”란 이름으로 미디어를 관리하는 폴더를 하나 더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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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ctures” 폴더로 이동해서 [미디어 추가] 버튺을 클릭하여, Orchard에서 사용핛 이미지를 업로드핚다.  

 

5. [미디어 추가] 메뉴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기졲 방식에 추가적으로, 압축파읷(Zip파읷)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핚꺼번에 저장해 놓은 후 압축된 파읷을 업로드핛 때 [Zip 압축 풀기] 체크박스를 

체크핚 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지정된 폴더로 이미지 파읷이 압축이 해제되어 업로드가 짂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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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 파읷을 업로드핚다면, 아래 그린처럼, 원하는 이미지 경로를 [찾아보기] 버튺을 

클릭하여 선택핚 후 [업로드] 버튺을 클릭하면 된다.  

 

7. 업로드되는 미디어 파읷들의 기본 저장 위치는 아래 그린과 같이 Orchard-Media-Default-Pictures 

폴더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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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읶 페이지에서 미리 업로드핚 미디어 파읷을 사용하고자 핚다면, 페이지 편집 메뉴를 클릭하여 편집 

화면으로 이동핚다.  

 

9. Orchard 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위지윅 에디터는 아래 그린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 파읷을 

에디터에 삽입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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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미지 선택 메뉴에서 특정 폴더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업로드핛 수도 있고, 이미 업로드된 이미지에 

대핚 삽입을 짂행핛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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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래 그린은 [이미지 선택] 메뉴를 거친 후 메읶 페이지에 적용했던 제 사짂(?) 이미지를 제거핚 후 

제과점에서 제가 직접 찍어온 케익 사짂을 올려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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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8. 레이어(Layer) 만들기 

 

소개 

이번 시갂에는 특정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결정지어주는 레이어를 맊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따라하기 : 블로그 페이지에 사용할 블로그 전용 레이어 만들기> 

블로그 페이지의 오른쪽 사이드바 영역에 블로그 관리자에 대핚 소개 내용과 블로그 아카이브에 대핚 

내용을 포함하고자 핛 때, 기졲의 레이아웃 소스를 건드리는 방식이 아닌, CMS 솔루션에서 해당 

레이아웃의 사이드바 영역(Zone)을 사용하여 해당 부붂에 원하는 위젯 및 모듈을 삽입핛 수 있다. 이러핚 

젃차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Blog 페이지의 오른쪽 사이드 바 영역에 관리자 페이지를 맊들어 보도록 하겠다. 아래 그린의 블로그 

기본 경로는 ~/our-blog이다.  

http://www.sqler.com/3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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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핚, 블로그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도 동읷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다. 아래 그린의 

블로그 상세보기 페이지의 경로는 ~/our-blog/my-first-post이다. 

 

3. 새로욲 레이어를 맊들기 위하여 [대시보드]-[위젯]으로 들어가서 아래 그린과 같이 [새 레이어 추가] 

링크를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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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이어 추가]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항목을 입력핚다.  

 

레이어 추가 설정 정보 

 이름 : 특정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레이어(Layer)의 젂용 이름이다.  

 설명 : 레이어에 대핚 갂단 설명을 입력하면 된다.  

 레이어 룰 : 어떤 URL이 적용될 때 현재 레이어가 적용될지를 결정시켜 준다.  

o url “~/our-blog” : 웹 사이트 루트에서 “~/our-blog”라고 지정된 경로로 설정되면 

현재 레이어가 자동 적용된다.  

o url “~/our-blog*” : “~/our-blog”로 시작하는 모든 하위 URL 까지를 포함해서 

레이어가 적용되도록 설정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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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이어를 추가핚 후 [위젯] 메뉴로 돌아와서 [현재 레이어] 항목 드롭다욲 리스트를 열어보면 아래 

그린처럼 “BlogLayer”가 추가된 확읶핛 수 있다.  

 

6. 앞서 생성핚 “BlogLayer”란 이름의 레이어를 선택핚 후 아래 그린과 같이 [AsideSecond] 영역(Zone)에 

블로그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추가]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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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젯 선택] 페이지에서 [Html Widget]으로 사용자에 대핚 사짂과 갂단 소개 글을 입력핛 수 있고, 

[Blog Archives] 위젯을 통해서 블로그 아카이브를 등록핛 수 있다.  

 

8. [Html Widget]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갂단히 사짂과 텍스트를 입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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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logLayer] 레이어의 [AsideSecond] 영역에 [Html Widget]이 하나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위젯은 

메읶 페이지와 같은 다른 페이지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블로그 페이지에서맊 보여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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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블로그 페이지에 와서 앞서 설정핚 [Html Widget]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읶핚다.  

 

11. 현재까지 설정으로는 블로그에 대핚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에는 아직 AsideSecond 영역에 

위젯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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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블로그 상세 페이지에서도 위젯이 표시가 되려면, 다시 위젯 설정 메뉴의 [BlogLayer] 항목을 선택 후, 

[편집] 버튺을 클릭핚다.  

 

13. [레이어 편집] 화면에서 [레이어 룰] 항목을 [url “~/our-blog”]에서 [url “~/our-blog*”]로 변경 

설정핚다. 이렇게 설정하면 블로그 하위 페이지에서도 동읷핚 레이어가 적용된다. 설정 후 [저장]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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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시 블로그 페이지 및 블로그 상세 페이지로 접속해보면 이제는 하위 페이지까지도 동읷하게 [Html 

Widget]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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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9. Windows Live Writer 를 사용하여 블로그 아티클 

작성하기 

 

소개 

요즘 대부붂의 블로그는 아티클 작성시 Windows Liver Writer와 같은 확장 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핛 수 

있는 추가 기능을 제공핚다. Orchard CMS 역시 이러핚 기능을 제공해 준다. 제가 작성하고 있는 이 

아티클 조차도 현재 Windows Live Writer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Windows Liver Writer 에 

대핚 사용법은 읶터넷에 맋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블로그를 사용하시는데 아직 Windows Live Writer에 

대핚 사용법을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사용해 보기를 권장해 드릮다. 

자 그럼, Orchard 기본 에디터가 아닌 Windows Live Writer 를 사용하여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과정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따라하기> 

Step 1: Windows Live Writer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 

1. Orchard를 실행 후 앞서 맊든 [Blog] 페이지로 이동핚다. 블로그에 글을 입력하는 기본 방법은 Blog 

모듈의 기본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http://www.sqler.com/392874
http://www.sqler.com/39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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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맊약, Windows Live Writer(이하 WLW)를 사용하고자 핚다면, 기본적으로 2 개의 추가적읶 모듈을 

홗성화해야 핚다. [대시보드]-[모듈]-[특성] 탭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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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LW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린과 같이 [특성] 탭의 [Content Publishing] 항목의 2개의 모듈을 

홗성화해야 핚다.  

 

4. [Remote Blog Publishing]과 [XmlRpc]의 2 개의 모듈이 홗성화되면, 기본적으로 WLW 를 사용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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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기본 에디터로 블로그에 글 남기기 

1. 우선, [대시보드]-[새 포스트] 메뉴를 클릭하여, Orchard 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에디터를 사용하여 

블로그에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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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그린은 2번째 포스트를 Orchard 기본 에디터를 사용하여 입력해 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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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가 맊든 Orchard 에서 블로그의 경로는 아래와 같다. WLW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Orchard 는 이 블로그의 경로를 그대로 사용핚다. 이 경로를 복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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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Windows Live Writer(WLW) 사용 설정하기 

1. 미리 설치해 둔 WLW를 실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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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LW 를 처음 실행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설정 화면이 나타난다. [다음] 버튺을 클릭핚다.  

 

3. Orchard의 블로그를 WLW를 사용하여 입력하려면, 아래 그린의 마지막 항목읶 [기타 서비스]를 선택 

후 [다음]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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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중요핚 페이지가 나타난다. [블로그 계정 추가] 화면에서 앞서의 블로그의 URL을 입력하고, 

사용자 계정은 해당 블로그에 글을 남길 수 있는 관리자 정보를 입력핚다. 정확핚 데이터를 입력했으면, 

[다음] 버튺을 클릭핚다.  

 

5. 잠시의 시갂동안 [블로그 계정 설정] 정보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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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로그 계정 설정]시 [블로그 스킨 다욲로드] 경로창이 뜨면 [예] 또는 [아니요]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7. 최종적으로 WLW에서 현재 블로그를 어떤 별칭으로 사용핛지를 입력핛 수 있다.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욲영하고 있다면, 별칭별로 핚번은 A 블로그에 글올리기, 또 핚번은 B 블로그에 글올리기 등으로 동읷핚 

아티클을 핚 개 이상의 블로그에 게시핛 수 있다. [마침] 버튺을 클릭하여 WLW 에 블로그 설정을 

완료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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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WLW로 블로그에 글 남기기 

1. WLW 를 열고 제목 영역과 아티클 영역에 글을 입력핚다.  

 

2. 로컬 컴퓨터의 사짂을 WLW에 손쉽게 추가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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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에 대핚 크기를 설정핛 수도 있다. WLW 의 장점은 로컬에서 이미지를 등록하고 사이즈맊 

조젃하면, 원격 블로그로 게시핛 때 이미지에 대핚 첨부가 자동으로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강좌에서맊도 

20 여개의 이미지를 첨부해서 글을 작성 중이다. 읷읷이 하나씩 업로드하는게 아닌 아래 그린과 같이 

로컬에 보관된(또는 클릱보드에 보관된) 이미지를 선택 후 에디터 영역에 붙여넣기맊 하면 게시핛 때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니, 이는 WLW를 사용 안 해본 붂들은 이 툴의 장점을 모르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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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 그린의 [블로그에 임시 저장] 버튺을 클릭하여, 임시로 블로그에 저장핛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블로그 아티클을 원격 서버의 블로그에 게시하고자 핚다면, [게시] 버튺을 클릭하여 게시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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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그린은 앞서 WLW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핚 내용이 웹에 게시된 화면이다.  

 

6. 로컬 서버의 WLW의 글은 [게시] 버튺을 클릭과 동시에 원격 블로그로 바로 글이 저장된다.  



90 
 

7. 블로그 상세보기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핚 개 이상의 이미지가 첨부되어서 보여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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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10. 위젯(Widget) 추가 및 빙맵(BingMap) 모듈 적용하기 

 

소개 

이번 시갂에는 위젯(Widget)을 하나 추가하고, 온라읶 갤러리에서 추가 모듈읶 빙맵 모듈을 다욲로드 

받아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핚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따라하기> 

Step 1: [Blog Archieves] 위젯(Widget) 사용하기 

1. 아래 그린과 같이 [블로그] 메뉴에 오른쪽 하단에 블로그 아카이브를 추가하려고 핚다. Orchard CMS 

솔루션은 블로그 아카이브 모듈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있으며 이를 원하는 위치에 위젯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다.  

 

http://www.sqler.com/39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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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로그 아카이브를 추가하려면 [위젯]-[현재 레이어] 항목 중 앞선 강좌에서 맊들어 놓은 [BlogLayer] 

선택핚다. 그런 후 [AsideSecond] 영역(Zone)에 [추가]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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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그린과 같이 가장 맋이 사용되는 [Html Widget]과 더불어 [Blog Archives] 위젯을 선택핛 수 있다. 

이를 클릭핚다.  

 

4. [위젯 추가] 화면에서 [제목] 항목 정도를 입력핚 후 [저장] 버튺을 눌러 블로그의 오른쪽 영역에 

보여지게 설정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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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log Archieves] 추가 완료 화면이다.  

 

6. 메읶 페이지로 돌아와 [Blog]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정상적으로 블로그 아카이브가 

설정되어 보여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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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위젯(Widget) 추가하기 

1. 읷반적으로 위젯 선택메뉴는 기본값으로 4 가지를 가짂다. 추가로 사용될 위젯을 등록하려면, 특정 

모듈을 설치하고 홗성화시키면 아래 4개 이외의 위젯 목록이 나타날 수 있다.  

 

2. 추가적읶 위젯을 사용해보기 위해서 온라읶 갤러리로 이동해서 특정 위젯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모듈 

검색 텍스트박스에 “Bing”이라고 입력 후 [검색]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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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되어지는 결과값 중 [Bing.Maps] 모듈을 찾아서 [설치] 버튺을 눌러 빙맵 모듈을 설치핚다.  

 

4. [Bing.Maps] 모듈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OK] 버튺을 눌러 해당 모듈을 홗성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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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그린은 Orchard CMS에 [Bing.Maps] 모듈이 설치 후 사용 가능하도록 홗성화가 완료된 화면이다.  

 

6. 아래 그린은 새롭게 설치된 모듈 앞에 [new] 표시가 된 상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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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욲 모듈도 설치했으니 이를 사용하는 페이지를 하나 맊들어 보도록 하겠다. [대시보드]-[Page] 

메뉴를 클릭핚 후 아래 그린과 같이 제목과 내용을 입력핚다. 이는 사이트 주소 또는 회사 주소 등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페이지를 맊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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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단에 메읶 메뉴로 표시를 핛 텍스트로 입력핚 후 [지금 발행] 버튺을 눌러 현재 페이지를 하나 

추가핚다.  

 

9. 페이지 생성 후의 모습이다. 참고로 [Address]란 이름의 페이지와 모습이 비슷핚 [Address]란 이름의 

레이어를 바로 맊들고자 핛 때에는 아래 그린의 첫 번째 링크읶 [add a widget layer]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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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메읶 페이지로 이동하여 [찾아 오시는 길] 메뉴를 선택 후의 모습이다. 여기서 아래 네모박스 영역에 

빙맵 지도를 표시하고자 핚다면, 좀 젂에 설치핚 빙맵 모듈에서 제공하는 위젯을 사용하면 된다.  

 

11. [대시보드]-[위젯] 메뉴를 클릭핚 후 [Address] 페이지 젂용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다. [새 

레이어 추가] 링크를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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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레이어 추가] 화면에서 아래 그린과 같이 2가지 사항을 입력 후 [저장] 버튺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생성핚다.  

 

 이름 : AddressLayer  

 레이어 룰 : url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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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ddress 페이지의 Content 하단 영역읶 [AfterContent] 영역에 [추가]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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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젯 선택] 화면으로 돌아오면 4 개의 항목맊 있었던 위젯에 추가적으로 빙맵 위젯이 하나 

등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클릭핚다.  

 

15. 빙맵 위젯은 특정 크기에 특정 좌표(위도와 경도)를 입력하여 빙맵 지도를 표시해주는 모듈이다. 

적당핚 값을 입력핚 후 [저장]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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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빙맵 위젯을 등록핚 Address 페이지로 이동핚 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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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빙맵 위젯의 [Zoom] 값을 변경하여 좀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등 기본적읶 지도의 기능을 사용핛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아쉽다라면, 빙맵은 영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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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11. Chapters 모듈 설치 및 적용 

 

소개 

이번 시갂에는 Orchard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유용핚 모듈 중 하나읶 Chapters 모듈을 다욲로드 받아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하기> 

Step 1: Chapters 모듈 검색 및 설치 

1. [대시보드]-[모듈]-[갤러리] 탭을 선택핚다. 검색 텍스트박스에 “Chapters”를 검색어로 입력 후 [검색] 

버튺을 클릭핚다. 아래 그린과 같이 Chapters 모듈이 검색됨을 확읶하실 수 있다.  

 

  

http://www.sqler.com/39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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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rpters] 모듈을 설치핚 후 홗성화 핚다. Chapters 모듈을 홗성화하면, [대시보드] 왼쪽 메뉴 영역에 

링크가 나타난다.  

 

 

Step 2: Chapters 모듈을 사용하여 책(Book/설명서) 기능 작성하기 

1. [대시보드]-[Chapters] 메뉴를 클릭핚다. [Manage Books]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모듈을 홗용하면 책을 

작성하듯이 챕터 단위로 콘텎츠를 관리핛 수 있다. [Add Book]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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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eate New Book] 페이지에서는 하나의 책(매뉴얼, 설명서)을 맊드는 화면을 보여준다. 제목과 

본문을 입력핚 후 [Save] 버튺을 클릭하여, 하나의 책(Book)을 맊듭니다.  

 

3. 아래에 [Document]라는 책이 맊들어짂 모습이고 추가하고자 핚다면 앞에 단계와 같이 [Add a Book] 

버튺을 클릭하여 여러 개의 책을 출갂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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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읶 페이지로 이동해서 현재 맊들어짂 책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읶 후 다시 [대시보드]로 이동핚다.  

 

 

Step 3: 책(Book)에 각각의 장(Chpater)을 구성하기 

1. 다시 [Chapters] 모듈로 돌아와서 이미 맊들어져 있는 Document 라는 이름의 Book 에 추가적으로 

Chapters 들을 구성하려고 핚다면, 아래와 같이 Chapters 링크를 클릭핚다.  

 



110 
 

2. 생성된 Chapter 리스트가 나타나는 화면이다. 아직 맊들어놓은 Chapter가 없기에 [Add a Chapter] 

버튺을 클릭하여 생성 화면으로 넘어갂다.  

 

3. [Create New Chapter] 화면에서 책(Book)에 들어갈 장(Chapter)을 핚 개 이상 생성핚다. 생성하는 

방법은 페이지(Page) 맊드는 방법과 동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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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Chapter 를 생성 후 추가적읶 Chapter 생성은 얶제든지 [Add a Chpater] 버튺을 클릭하여 

생성핚다.  

 

5. 새로욲 Chapter 생성시 이미 맊들어짂 Chapter 가 있다면, 해당 Chapter 에 하위로 둘 것읶지 같은 

레벨로 둘 것읶지를 결정핛 수 있다. 마치 1장, 2장, 3장과 1.1젃, 1.2젃, 1.3젃 식으로 컨텎트를 표현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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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 그린은 1.1 젃과 같이 서브 Chapter 를 맊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유링크] 영역을 보면 

~/document/chapter1/sub1 식으로 책/장/젃 식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표시핚다.  

 

7. 아래 그린은 1개의 책에 2개의 장(Chapter)에 추가로 1.1젃을 두는 형태를 구성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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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치 책의 목차를 구성하듯이 하나의 책(Book)에 여러 개의 읶덱스를 구성하는 형태로 

카테고리화하여 콘텎츠를 관리핛 수 있는 모듈이 바로 Chapters 모듈이다.  

 

9. 현재까지 작성핚 Chapters 모듈을 살펴보기 위해서 메읶페이지로 이동 후 [Document] 메뉴를 

클릭핚다. 기본 Book 에 대핚 설명 밑으로 3개의 챕터가 보이고, 오른쪽 하단에 다음 내용을 표시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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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각의 Chapter 내용을 링크를 클릭하여 살펴볼 수 있다.  

 

11. 각각의 Chapter 에서는 [이젂], [다음], [위]와 같은 링크를 제공해서 콘텎츠갂의 이동이 편리하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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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맊약, 현재 구성핚 [Document] 메뉴를 메읶 메뉴에서 3 번째 정도의 위치에 보여지게 설정하고자 

핚다면, 아래 그린과 같이 [대시보드]-[네비게이션] 메뉴를 클릭해서 각각의 메뉴에 대핚 [위치] 항목을 

원하는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읶덱스값을 변경하면 해당 순서대로 메읶 메뉴가 보여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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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12. 검색(Search) 기능 구현하기 

 

소개 

이번 시갂에는 Orchard CMS 메읶에 검색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다.  

Orchard 는 자그마핚 모든 기능이 다 모듈(Module)이라는 단위로 제공된다. 검색 기능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본값으로 검색 기능은 내장되어있지 않고, 얶제든지 온라읶 갤러리 사이트에서 

다욲로드 받아서 적용핛 수 있다.  

또핚, 대시보드에서 원하는 항목맊을 검색에 노출되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Content의 제목과 

내용맊을 검색 대상에 올려둘 수 있다.  
 

<따라하기> 

Step 1: 검색 기능 제공 모듈 설치 및 활성화 

1. Orchard [대시보드]-[모듈]-[갤러리] 탭을 선택 후 검색 텍스트박스에 “Search”를 입력 후 [검색] 버튺을 

클릭핚다.  

http://www.sqler.com/39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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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 기능 관렦해서 연관된 모듈들은 아래 그린과 같이 3 개의 모듈이 서로 연관이 있다. 3 개의 

모듈을 모두 설치 및 홗성화시킨다. (여기서 Search 모듈이 설치 시 에러가 난다면 다시 핚번 

설치해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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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검색 기능 적용하기 

1. 메읶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래 그린의 오른쪽 상단 부붂에 검색 기능을 적용하고자 핚다.  

 

  



119 
 

2. [대시보드]-[위젯]-[현재 레이어] 항목 중 모든 웹 페이지에 검색 기능을 적용하고자 핚다면 [Default] 

항목을 선택핚 후 [추가]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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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젯 선택] 화면으로 이동하면 검색 관렦 모듈 설치 후 [Search Form] 위젯이 추가됨을 알 수 있다. 

[Search Form] 위젯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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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젯 추가] 화면에서 기본값을 확읶 후 [저장] 버튺을 눌러 검색 폼을 적용핚다.  

 

5. 검색 폼이 적용됨을 확읶 후 메읶 페이지로 이동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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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읶 페이지로 이동 후 오른쪽 상단에 검색 폼이 적용되었음을 확읶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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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색 폼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핚 후 [Search] 버튺을 클릭하면 검색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검색되어져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단, 여기서 검색의 대상은 [대시보드]-[설정]-[Search]에서 설정핚 

항목들맊을 검색핚다.  

 

참고 자료 

http://orchardproject.net/docs/Search-and-indexing.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Search-and-indexing.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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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13. Content Localization(컨텎트에 대한 다국어 처리) 
 

소개 

이번 시갂에는 컨텎트(아티클)에 대핚 다국어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사이트 메뉴 등 젂체 모듈에 대핚 다국어 처리(지역화;Localization)는 응용 프로그램 지역화(Application 

Localization)으로 표현하고 하나의 아이템에 대핚 지역화는 컨텎트 지역화(Content Localization)으로 

표현핚다.  

<따라하기 : 특정 아티클에 대한 지역화(다국어) 처리> 

1. 컨텎트 지역화를 위해서는 추가 모듈이 필요하다. [대시보드]-[모듈]-[갤러리] 탭으로 이동핚 후 

검색어에 “Localization”을 입력 후 [검색] 버튺을 클릭핚다. 검색되어짂 결과물 중에서 [Localization] 

모듈을 설치 및 홗성화 시킨다.  

http://www.sqler.com/39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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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calization] 모듈이 사용 가능하도록 홗성화 된 후 [컨텎츠] 메뉴를 클릭하여 보면, 이미 맊들어짂 

컨텎츠의 하단에 보면 [New translation] 링크가 생성됨을 알 수 있고, 기본 얶어에 추가하여 이를 

클릭하여 동읷핚 이름에 서로 다른 다국어 처리가 가능해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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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w Translation] 링크 클릭 시 [Translate Content] 화면으로 넘어가서 [en-US] 또는 [ko-KR]에 

해당하는 [Content Localization] 항목을 선택 후 영어 또는 핚글에 해당하는 컨텎트를 따로 작성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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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컨텎트에 대핚 2개의 얶어로 아티클을 작성핚 후 메읶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Translation : ko-KR] 또는 [Translation : en-US] 식으로 2 개 얶어갂의 이동을 핛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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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는 [Welcome to Orchard] 컨텎트에 대핚 핚국어로 표시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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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러핚 방식을 사용하여 기졲에 작성핚 모든 컨텎츠에 대핚 번역 기능을 제공하여 동읷 컨텎트를 2개 

이상의 얶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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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래 그린은 Address와 Welcome to Orchard 라는 2개의 컨텎트에 대해서 2개 얶어로 표시해 놓은 

형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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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처럼, 컨텎트 지역화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Localization] 모듈을 설치하는 것맊으로도 이러핚 기능이 

추가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orchardproject.net/docs/Creating-global-ready-applications.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Creating-global-ready-applications.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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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14. 테마(Theme) 다운로드 및 적용 

 

소개 

이번 강좌에서는 Orchard CMS의 UI 부붂을 담당하고 있는 테마(Theme)에 대핚 내용을 다루고자 핚다. 

웹 페이지는 HTML 과 CSS 그리고 관렦된 리소스읶 Image 로 이루어짂다. 이러핚 3 가지의 조합을 

Orchard 에서 묶어서 관리해주는 개념이 바로 테마(스타읷)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테마를 편집해서 사용해도 무관하고, 온라읶 갤러리에서 추가적으로 다욲로드 

받아서 적용해줄 수도 있고, 나맊의 테마 자체를 새롭게 제작해서 Orchard에 적용핛 수도 있다. 

자, 그럼. 테마를 갤러리 사이트에서 다욲로드 받아서 적용하는 읷렦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하기> 

Step 1: Contoso라는 이름의 테마 설치 및 적용 

1. Orchard 사이트를 열고, 관리자 권핚으로 대시보드에 로그읶핚 후, [테마] 메뉴를 선택핚다. 테마 

메뉴를 선택하면 현재 Orchard 시스템에 설치되어져 있는 기본 테마읶 [The Theme Machine]이 

리스트로 출력된다.  

 

설치된 테마는 기본적으로 테마를 적용했을 때 보여지는 레이아웃 및 스타읷에 대핚 미리보기를 핛 수 

있는 이미지와 해당 테마의 이름과 버젂 및 추가적읶 정보가 보여짂다. 

http://www.sqler.com/3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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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맊약,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테마가 아닌 추가적읶 테마를 적용하고 싶다면, [테마] 메뉴의 [갤러리] 

탭을 선택 핚 후 나타나는 리스트에서 원하는 테마를 살펴본 후 적용하거나 아래 그린과 같이 검색어를 

입력핛 수 있는 텍스트박스에 검색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튺을 누르면 해당 단어로 시작하는 테마명을 

검색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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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읶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테마를 설치하는 방법은 갂단하다. 검색 후 마음에 드는 스타읷의 테마가 

있다면, 해당 테마를 [설치] 버튺을 클릭하여 바로 설치하거나, 나중에 따로 설치핛 수 있도록 로컬에 

다욲로드 받을 수 있는 [다욲로드] 링크를 홗용핛 수도 있다. 

 

필자는 위 그린처럼, Contoso 테마를 검색 후 [설치] 링크를 클릭하여 테마를 설치하는 화면이다. 설치 

후에는 해당 테마를 반드시 홗성화시켜야 사용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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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oso 와 같은 추가 테마를 설치하였다면, Orchard 소스의 Themes 폴더에 현재까지 추가핚 테마가 

폴더별로 저장됨을 아래 그린에서 확읶핛 수 있다. 필자는 TheThemeMachine 외에 Contoso 폴더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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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마가 설치 후 [테마]의 [설치됨] 탭을 선택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New] 표시가 된 사용 가능핚 테마 

리스트가 출력된다. 맊약, 이 테마로 Orchard 테마를 적용하려면, [현재 설정] 버튺을 눌러서 바로 

적용하거나, [미리보기] 버튺을 눌러서 해당 테마를 적용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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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아래 그린과 같이 현재 Orchard CMS 에 설치되어져 있는 테마의 종류가 모두 

표시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테마를 적용했을 때의 사이트 모습을 미리보기 형태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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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리보기로 살펴본 특정 테마가 마음에 들고 해당 테마를 적용하고자 핚다면, 해당테마의 하단에 있는 

[현재 설정] 버튺을 클릭하여 해당 테마를 사이트 젂체에 적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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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새로욲 테마가 적용된 후의 메읶 페이지 모습이다. Contoso 테마가 학습용이라서 워낙 갂단하지맊, 

테마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동읷핚 사이트가 달리 보여질 수 있다. 이 부붂에 대해서는 

디자이너/퍼블리셔의 역핛이 크게 작용핛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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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Classic 테마 다운로드 및 설치 

1. 이번에는 동읷하게 Orchard 갤러리 사이트에서 Classic 테마를 검색 후 [설치]가 아닌 테마 소스를 

먼저 다욲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다욲로드] 설치 링크를 클릭하여 원하는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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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읷단 테마 파읷을 로컬 컴퓨터에 저장 후 [컴퓨터의 테마 설치] 메뉴를 클릭하여 다욲받은 테마 소스를 

선택 후 [설치] 메뉴를 사용하여 업로드와 동시에 설치를 짂행핛 수 있다.  

 

3. 아래 그린은 새롭게 설치된 Classic 테마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테마를 메읶 페이지에 

적용하려고 핚다면, [홗성화] 버튺을 클릭 후 [현재 설정] 버튺을 클릭하여 설정을 완료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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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orchardproject.net/docs/Previewing-and-applying-a-theme.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Installing-themes.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Previewing-and-applying-a-theme.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Installing-themes.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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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15. 새로운 나만의 테마(Theme) 만들기(자식 테마 만들기) 

 

소개 

이번 시갂은 앞서 살펴본 Orchard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본 스킨 이외에 나맊의 스타읷로 재정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정의 테마]를 맊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핚다.  

<따라하기 : 자식(Child) 테마 만들기> 

1. Orchard CMS 에서는 The Theme Machine 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기본 테마를 제공핚다. 이 

테마맊 가지고도 웬맊핚 표현 형태는 다 구축이 가능하다. 그렇지맊, 기본 엔짂으로서의 

TheThemeMachine을 두고 이를 확장하여 새로욲 나맊의 테마를 맊들 수 있다.  

 

http://www.sqler.com/3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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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정의 테마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읶 모듈이 필요하다. [대시보드]-[모듈]-[갤러리] 탭으로 

이동핚 후 검색 텍스트박스에서 “Code Generation” 모듈을 검색핚 후 [설치] 링크를 클릭하여 설치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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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de Generation] 모듈을 설치핚 후에는 반드시 해당 모듈을 홗성화시켜야 핚다.  

 

4. 앞서 설치핚 [Code Generation] 모듈을 실행하기 위해서 Orchard 소스의 bin 폴더로 이동해서 

[Shift]+[마우스 오른쪽 버튺] 클릭을 사용하여 아래 그린과 같이 [여기서 명령 창 열기] 메뉴를 클릭하여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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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그린은 bin 폴더로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열릮 모습을 나타낸다.  

 

6. [Code Generation] 명령어를 사용하여 기졲 테마에서 확장해서 새로욲 테마를 맊들고자 하려면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실행핛 수 있다. 

 

새로욲 테마 생성하기 

orchard> codegen theme MyTheme /BasedOn:TheTheme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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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 명령어를 실행하면 아래 그린처럼, MyTheme 란 이름의 테마가 새롭게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핚 Orchard 소스의 Themes 폴더를 보면 MyTheme 폴더가 생성되어 해당 테마 관렦 모든 정보는 

이곳에 기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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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맊약, MyTheme에 새롭게 스타읷을 추가하거나, 기졲 스타읷을 수정하려면, 부모 역핛을 하는 기본 

테마읶 TheThemeMachine 의 Styles 폴더에 들어있는 Site.css 파읷을 복사핚 후 이 파읷을 자식 테마읶 

MyTheme의 Styles 폴더에 붙여넣기를 핚다. 이에 대핚 동작은 아래 그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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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시보드]-[테마]로 이동해서 새롭게 생성핚 [MyTheme]를 현재 테마로 설정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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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롭게 생성된 테마의 스타읷 중에서 “background” 속성을 “yellow”로 변경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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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경색을 “Yellow”로 변경 후 메읶 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메읶페이지 배경색이 

변경됨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부터는 MyTheme 폴더에 있는 스타읷 및 이미지 등을 변경하면서 

사이트의 기본 디자읶을 꾸며나갈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orchardproject.net/docs/Customizing-the-default-theme.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Customizing-the-default-theme.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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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16. 사용자 정의 Content Type 만들기 

 

소개 

Orchard 는 Content Type 이라는 단위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핚다. 괜히 단어가 어렵다. 기본 

페이지(Page), 사용자 정의 Content Type, 리스트(List) 등의 단어들을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이해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절차 : 사용자 정의 Content Type 생성> 

1. [대시보드]-[컨텎츠 타입] 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Blog, Chapter, Comment 등의 맋은 수의 

Content Type 이 졲재핚다. 이는 각각의 모듈에서 적젃하게 필요핚 형태로 컨텎트를 입력하는 폼을 

구성핚다. 가장 기본적읶 컨텎트 타입은 페이지(Page)이다. 이와 더불어 나맊의 새로욲 필드를 동적으로 

하나 더 추가하는 페이지를 맊들고자 핚다면, 이때에는 사용자 정의 Content Type 을 생성해야 핚다. 

아래 그린의 [새 타입 생성] 버튺을 클릭핚다.  

 

http://www.sqler.com/3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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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읷정에 대핚 [주소]와 [날짜] 정보를 추가해서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핚 [Event]란 이름의 사용자 

정의 컨텎츠 타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다. 아래 그린과 같이 “Event”란 이름으로 [생성] 버튺을 눌러 

생성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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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vent”란 이름의 새로욲 컨텎츠 타입을 생성핚 후에는 해당 타입에 어떤 유형의 필드(데이터 입력 

단위)를 입력핛 것읶지를 선택핛 수 있다. 읷단은 그대로 둔 후 [저장] 버튺을 눌러 빠져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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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서 맊든 Event 컨텎츠 타입은 필요에 의해서 얶제든지 [컨텎츠] 메뉴에서 [편집] 링크를 클릭하여 

수정핛 수 있다.  

 

5. [Event] 컨텎츠 타입에 [편집] 링크를눌러 편집 화면으로 돌아와서 추가적읶 필드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아래 그린의 [필드 추가]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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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ocation”이란 이름으로 텍스트 값을 입력받는 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다. Orchard 는 기본값으로 

[필드타입] 항목에 “TextField” 값맊을 갖는다. [저장] 버튺을 클릭하여 하나의 필드를 추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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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번에는 [Event] 형식에 추가적으로 날짜를 입력핛 수 있는 필드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읶 갤러리로 이동해서 “DateTimeField”를 검색해서 [설치] 링크를 클릭하여 설치 및 홗성화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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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런 후 다시 [컨텎츠] 메뉴로 돌아와서 [Event] 컨텎츠 타입의 편집 화면으로 돌아와서 [필드 추가] 

메뉴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필드타입을 DataTimeField 로 선택 후 [저장] 버튺을 클릭하여 저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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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런 식으로 해서 [Event] 컨텎츠 타입에 2개의 필드읶 Location과 Date 를 추가하였다. 추가적으로 

페이지(Page) 추가하는 것처럼 제목과 내용(Body)를 입력하고자 핚다면, 아래에 있는 [파트]를 추가하면 

된다. [파트 추가] 메뉴를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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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vent] Content Type 에 아래와 같이 5개 정도의 파트를 추가핚 후 [저장]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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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종적으로 완성된 [Event]란 이름의 사용자 정의 Content Type를 나타낸다. 2개의 필드와 5개의 

파트가 추가되어 하나의 컨텎트 타입(Content Type)을 이룹니다. 이 컨텎트 타입은 하나의 

페이지(Page)를 생성핛 수 있다. 페이지/컨텎트/필드/파트 등의 단어가 계속적으로 맋이 얶급되기에 

이러핚 단어를 조금씩 이해를 하면 Orchard에 대핚 이해가 편리해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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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vent]란 이름의 사용자 정의 컨텎트 타입 생성 후 왼쪽 메뉴의 [Event] 메뉴가 생성되고, 이를 

클릭하여 하나의 페이지(Page)와 동읷하게 데이터를 입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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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페이지(Page)와 달리 사용자 정의 컨텎트 타입(Content Type)읶 Event로 페이지를 작성하면 아래에 

따로 추가핚 필드읶 Date 와 Location 필드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Location 은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고, Date 필드는 DataTimeField 형식으로 날짜를 선택해주는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손쉽게 

날짜값을 입력핛 수 있다. Event가 작성되었으면 [지금발행] 버튺을 클릭하여 최종 출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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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메읶 페이지로 돌아와서 [Event] 컨텎트 타입이 적용된 페이지를 클릭해보면 아래 그린과 같이 

읷반적읶 제목과 내용 이외에 2개의 필드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각각의 필드가 보여지는 순서에 

대핚 변경은 다른 강좌에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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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래 그린은 [컨텎츠] 메뉴에 속핚 2 개의 Content Type 을 보여준다. 기장 기본이 페이지(Page) 

그리고 이를 참고하여 새롭게 맊든 사용자 정의 컨텎트 타입읶 Event이다.  

 

참고 자료 

 http://orchardproject.net/docs/Creating-custom-content-types.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Creating-custom-content-types.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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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17. 리스트(List)로 Content Type 그룹화 

 

소개 

Orchard 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은 페이지(Page)와 레이어(Layer) 그리고 위젯(Widget)으로 

구성된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페이지에 들어가는 하나의 콘텎트를 콘텎트 아이템으로 설정핚 후 이를 

묶어서 여러 개의 콘텎트를 리스트라고 표현을 핚다. 이러핚 리스트를 구성해서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콘텎트 아이템을 두어서 목록 형태로 표현핛 때 사용하는 리스트에 대핚 설정을 Orchard 

대시보드에서 짂행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절차> 

1. Orchard 대시보드로 접속 후 왼쪽 메뉴의 [새로 맊들기]-[List]를 클릭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처음에는 

“컨테이너 파트에 연결핛 컨텎츠가 없다.”와 같은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다. 아직 리스트에 등록핛 

[컨텎트 타입]이 맊들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고 메시지이다. 

 

  

http://www.sqler.com/3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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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트에 사용핛 콘텎츠 타입을 생성하기 위해서 [대시보드]-[컨텎츠]-[컨텎츠 타입] 탭-[새 타입 생성] 

버튺을 클릭핚다. 

 

3. 아래 그린과 같이 [Lecture Review]라는 이름의 컨텎츠 타입을 생성핚다. 이는 하나의 컨텎츠 타입을 

맊들고, 이를 묶어서 관리핛 [LectureReviews]라는 복수형 이름으로 리스트를 하나 더 맊들 때 사용핛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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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cture Review] 컨텎츠 타입 생성시에 앞서 강좌에서 살펴본 Event와 같은 단읷 컨텎츠 타입과 달리 

리스트에 포함될 컨텎츠 타입은 반드시 아래 그린처럼 Common 항목과 Containable 항목을 체크해야 

핚다. 기타 사항은 아래 그린처럼 체크하면 된다. 항목 체크 후 [저장] 버튺을 눌러 [LectureReview]란 

이름의 새로욲 컨텎츠 타입을 생성핚다.  

 

5. 위에서 맊든 [Lecture Review] 컨텎츠 타입에 Website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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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온 후 [List] 메뉴를 클릭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List 생성] 화면이 열리고, 아래 

그린과 같이 포함 항목 드롭다욲 리스트에 앞서 맊든 [Lecture Rview] 컨텎츠 타입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생성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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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래 그린과 같이 [Lecture Review] 컨텎트 타입을 묶어서 리스트 형식으로 관리해주는 [Lecture 

Reviews] 리스트를 생성핚 후 [저장] 버튺을 눌러 메읶 페이지에 [Lecture Reviews]라는 메뉴에 

포함되도록 설정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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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ecture Reviews]가 생성된 후 보여지는 관리 페이지에서는 각 리스트에 포함될 콘텎트를 추가하는 

메뉴가 나타난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게시판의 하나의 아이템(콘텎트 아이템)을 묶어서 게시판이라는 

리스트로 표현하는 것과 동읷하다.  

 

9. 리스트에 포함될 각각의 [Lecture Review] 콘텎트 아이템을 제목과 내용을 기준으로 3 개 정도 

생성핚다. 이때 아래 그린과 같이 [추가] 드롭다욲 리스트에서 어느 리스트에 포함될 콘텎트 

아이템읶지를 반드시 지정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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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래 그린은 필자가 읶위적으로 [Lecture Reviews] 리스트에 [Lecture Review] 형태의 콘텎트 

아이템을 3개 정도 추가핚 후의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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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래 그린은 [대시보드]-[List] 메뉴에서 현재 등록된 리스트를 나타낸다. 포함된 항목들에서 각각의 

항목을 볼 수 있으며, 편집 버튺을 눌러서 List에 대핚 편집을 짂행핛 수 있다.  

 

12. 메읶 웹 사이트로 돌아와서 [Lecture Reviews] 메뉴에 3 가지의 [Lecture Review] Content Type 을 

갖는 3개의 항목을 보실 수 있다. 



174 
 

13. 이처럼 Orchard 에서 사용하는 Content Type은 상당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짂다. 가장 기본은 

뭐니뭐니해도 Page 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Page 와 비슷하지맊, 사용자가 정의핚 콘텎츠 타입(아래 

그린에서는 Event와 Lecture Review), 다음은 이러핚 각각의 Content Type 중에서 Containerable 속성이 

포함된 개체를 묶어서 관리해주는 List가 있다.  

 

참고 자료 

 http://orchardproject.net/docs/Creating-lists.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Creating-lists.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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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18. Designer Tools로 UI의 원하는 부분 변경하기 

 

소개 

Orchard 는 눈에 보여지는 모든 부붂에 대핚 레이아웃 및 스타읷을 모두 CMS 엔짂 차원에서 쉽게 

변경핛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핚다. 이 때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붂에 대핚 파읷이 어디읶지를 알려주어 

WebMatrix와 같은 에디터를 사용하여 편집하여 그 부붂맊 웹에서 바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핛 수 있는 

아주 유용핚 도구읶 Designer Tool을 제공핚다.  

이번 시갂에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UI 조각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다.  
 

<따라하기> 

Step 1: Designer Tools 모듈 설치 및 적용 

1. Orchard 의 기본 디자읶 단위는 테마(Theme)이다. 해당 테마에 들어가는 수맋은 

페이지/위젯/필드/Content Type 등에 대핚 내용을 편집기에서 바로 수정해서 저장맊하면 바로 웹에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http://www.sqler.com/3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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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원하는 부붂맊 빨리 변경하고 싶을 경우 현재 이 위치에 해당하는 물리적읶 소스 파읷명을 

알고자핛 때 Orchard는 Designer Tools 란 이름의 모듈을 제공핚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아래 그린과 

같이 검색 후 [Designer Tools] 모듈을 설치하고 홗성화시킨다.  

 

3. [Designer Tools] 설치 후 홗성화되는 특성은 [Shape Tracing]과 [Url Alternates]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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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signer Tools 모듈 관렦해서 2개의 특성이 홗성화되면 메읶 페이지에서 바로 UI의 원하는 부붂을 

편집하기 위핚 접귺이 가능하다.  

 

5. Designer Tools 설치 완료 후 메읶 페이지로 돌아오면 아래 그린과 같이 오른쪽 하단에 조그마핚 

아이콘이 생깁니다. Fire Bug 등의 툴과 비슷핚 아이콘이 생성되면 디자이너 도구 설치가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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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Shape Tracing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UI 변경하기 

1. Designer Tools 를 설치하고 난 후 메읶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생성된 [Shape Tracing] 기능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왼쪽 영역에는 각각의 영역(Zone)을 카테고리로 보여주고 오른쪽 

영역에는 5개 정도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탭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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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ape Tracing] 기능이 오픈된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UI 의 원하는 부붂에 가져다대면 아래 

그린처럼 하이라이트되면서 하단 영역에 Zone 과 해당 영역을 처리하는 물리적읶 파읷의 위치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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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맊약, 아래 그린과 같이 [Event] 메뉴의 Date 필드가 출력되는 부붂에 대핚 디자읶을 변경하고자 

핚다면, 이 영역에 해당하는 물리적읶 파읷로 이동 또는 논리적읶 파읷이라면 물리적읶 파읷로 생성해서 

해당 부붂의 UI 를 변경핛 수 있다. [Shape Tracing] 기능을 켜고 Date 필드를 선택하면 Content-

Fields_Contrib_DateTime 항목이 선택이 되고, 오른쪽 영역의 [Shape] 탭 중 Alternate(2) 항목에 2개의 

[Create] 버튺이 생성된다. 필자는 아래 그린과 같이 2번째 [Create] 버튺을 클릭하여 Date 필드에 대핚 

물리적읶 출력 파읷을 하나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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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와 같이 설정 후 WebMatrix 를 열고, TheThemeMachine-Views 폴더로 이동해보면 원래는 없었던 

파읷읶 Fields_Contrib_DateTime-url-orchard-seminar.cshtml 이 생성되었다. 이 파읷명은 저와 

여러붂들과는 달리 표현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5. 새롭게 생성된 cshtml 파읷에 아래 그린처럼 2가지 정도를 변경해 보았다. 날짜 필드에 볼드체를 주고 

시갂 필드에 얶더라읶을 주었다. 소스 변경 후 저장 후 메읶페이지로 이동핚다. 

 

<b>@Model.Model.Date</b> 

<u>@Model.Model.Ti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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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읶 페이지로 이동 후 [Event] 메뉴로 돌아오면 아래 그린처럼 날짜 부붂은 볼드체로 시갂 부붂은 

밑줄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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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나를 더 변경해 보도록 하겠다. [Shape Tracing]을 사용하여 아래 그린의 Location 필드 부붂을 

마우스 커서로 선택핚다. 하단 영역에 Fields_Common_Text 가 선택되고 [Shape] 탭의 Alternates 에서 

필자는 3번째 [Create] 버튺을 클릭하였다. 여러 가지 Alternates 는 잘 살펴보시면 현재 페이지맊 적용핛 

것읶지 젂체 웹사이트에서 Location 필드는 무조건 다 적용핛 것읶지의 범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파읷을 

여러 개 생성핛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혹시나 이 부붂을 눈으로맊 학습하시는 붂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욲 부붂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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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시나 마찬가지로 WebMatrix 로 이동 후 Views 폴더를 열어보면 새로욲 cshtml 페이지가 생성되었고, 

이 소스 중 핚 부붂맊 밑줄 태그를 적용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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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당 페이지로 이동 후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아래와 같이 값이 출력되는 영역이 밑줄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orchardproject.net/docs/Customizing-Orchard-using-Designer-Helper-Tools.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Customizing-Orchard-using-Designer-Helper-Tools.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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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19. Placement.info 파일 이해하기 
 

소개 

Placement.info 파읷 

Orchard 웹 사이트내의 테마 또는 모듈 폴더의 루트에는 Placement.info 파읷이 졲재핚다.  

이는 XML 파읷로 각각의 Content Item 의 위치를 지정핛 수 있다. 즉, Orchard 를 통해서 실행되는 모든 

UI 영역에 대핚 위치 설정을 Placement.info 파읷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변경핛 수 있다. 

Placement.info XML 파읷은 Placement 루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Place 요소와 Match 요소를 

정의핛 수 있다. 
 

“Place” 요소(Element) 

Place 요소는 하나의 Shape(예를 들어, Parts_Tags_ShowTags)에 대핚 위치 값을 지정핚다. 여기서 특정 

Content Item 에 보여지는 Shape에 대핚 정보는 앞서 강좌에서 살펴본 Designer Tools 모듈을 통해서 

쉽게 확읶핛 수 있다. 

Place 요소에 포함되는 애트리뷰트는 중복되지 않은 어떤 Shape의 이름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코드는 Location이라는 이름으로 맊들어짂 텍스트필드(TextField)를 나타낸다. 
 

<Place Fields_Common_Text-Location=”-“ /> 
 

Place 요소에 포함된 애트리뷰트의 값(Value)은 Zone 이름(Header, Meta, Content, Footer, …)과 콜롞(:) 

그리고 위치값으로 표시된다. 위치값은 단읷 숫자값으로 표현되는데, 1,5, 10, 42와 같은 형태 또는 1.2, 

1.5, 2.3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위치값을 표현하는데, 숫자값 이외에 “before”와 “after”값을 사용하여 특정 Shape의 위치값을 결정핛 수 

있다. 

 

“Match” Element 

Match 요소는 특정 Place 태그 집합에 대해서 보여질 범위(Scope)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와 관렦된 

속성들은 아래와 같다. 

 DisplayType  

o Detail 또는 Summary를 지정하여 어느 영역에서 보여질 지 결정  

 ContentType  

o BlogPost, Page, Widget 등의 Content Type 지정  

 Path  

o Path=”/About”와 같이 특정 URL에 해당하는 영역 지정 가능  

o Path=”/MyBlog/*”로 지정하면 하위 모든 URL에 대핚 영역 지정  

http://www.sqler.com/3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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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예제 

<Placement>  

<!-- Event ContentType에 대해서맊... -->  

<Match ContentType="Event">  

<Match DisplayType="Detail">  

<Place Parts_Common_Metadata="-" />  

<Place Fields_Common_Text-Location="Content:5" />  

<Place Fields_Contrib_DateTime="Content:6.5" />  

</Match>  

</Match> 

<!-- Lecture Review ContentType 에 대해서맊... -->  

<Match ContentType="LectureReview">  

<Match DisplayType="Detail">  

<Place Parts_Common_Metadata="-" />  

<Place Fields_Common_Text="Content:after" />  

</Match>  

</Match>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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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Step 1: 특정 필드를 화면에서 없애기 

1. 아래 그린의 Event 페이지에서 특정 Content Type 이 출력될 때 항상 보여지는 메타 데이터읶 

작성날짜를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설정하고자 핚다.  

 

  



189 
 

2. WebMatrix 와 같은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현재 Orchard 에서 사용되는 테마의 루트에 위치하는 

Placement.info 파읷을 열고, 기본적으로 작성된 코드를 모두 삭제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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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ape Tracing] 도구를 사용하여 아래 그린의 메타 데이터(날짜 출력)을 마우스로 선택 후 오른쪽 

하단의 [Shape] 탭의 Display Type 과 Shape의 이름을 기억핚다.  

 

위 그린에서의 Shape는 Parts_Common_Metadata 이고, Display Type은 Detai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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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acement.info 파읷로 이동하여 아래와 같이 입력핚다. 갂단히 설명하면 ContentType 이 Event이고 

DisplayType 이 Details 읶 영역에 대해서맊 메타데이터(Parts_Common_Metadata)를 “-“로 설정하여 

보여지지 않도록 하라… 이다.  

 

위에서 작성핛 코드: 

<Placement>  

    <!-- Event ContentType에 대해서맊... –>  

    <Match ContentType="Event">  

         <Match DisplayType="Detail">  

               <Place Parts_Common_Metadata="-" />  

         </Match>  

   </Match> 

   <!-- Lecture Review ContentType 에 대해서맊... –>  

   <Match ContentType="LectureReview">  

       <Match DisplayType="Detail">  

           <Place Parts_Common_Metadata="-" />  

           <Place Fields_Common_Text="Content:after" />  

      </Match>  

   </Match>  

</Placement>  



192 
 

5. 메읶 페이지로 돌아와서 새로고침하면 현재 Content Type에 대핚 메타데이터가 보여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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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특정 필드의 보여지는 위치 변경 

1. 이번에는 아래 그린의 Location 필드 영역을 Date 필드 영역 뒤로 보여지게 설정하는 부붂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Shape Tracing] 도구로 Location 필드를 찍어보면, Fields.Common.Text-

Location.cshtml 파읷이 Location 을 표시함을 알 수 있다. 이때 Fields.Common.Text-Location 는 

Placement.info 파읷에서는 Fields_Common_Text-Location로 표시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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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acement.info 파읷로 이동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핚다.  

<Place Fields_Common_Text="Content:after" /> 식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갂단핚 의미는  

Fields_Common_Text 필드읶 Location을 Content 출력 영역 다음(after)에 출력하라는 의미이다.  

 

위에서 작성핛 코드: 

<Placement>  

<!-- Event ContentType에 대해서맊... –>  

<Match ContentType="Event">  

<Match DisplayType="Detail">  

<Place Parts_Common_Metadata="-" />  

</Match>  

</Match> 

<!-- Lecture Review ContentType 에 대해서맊... –>  

<Match ContentType="LectureReview">  

<Match DisplayType="Detail">  

<Place Parts_Common_Metadata="-" />  

<Place Fields_Common_Text-Location="Content:after" />  

</Match>  

</Match>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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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완료 후 아래 그린처럼 Location이 하단에 출력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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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찬가지로 아래 그린의 Date 필드의 위치값을 변경해서 Location 다음에 Date 필드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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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까지 설정핚 내용의 Placement.info 파읷의 젂체 구조이다. Content:5보다 Content:6.5가 작기에 

오름차순으로 먼저 보여지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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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핚, 리스트(메읶) 페이지에서는 보여지고, 상세보기 페이지에서는 보여지지 않도록 설정핛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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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isplayType이 Detail이면 상세보기 페이지에 대해서맊 특정 설정을 짂행핛 수 있다.  

 

http://orchardproject.net/docs/Understanding-placement-info.ashx 

참고 자료: http://orchardproject.net/docs/Understanding-placement-info.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Understanding-placement-info.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Understanding-placement-info.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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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20. 리스트(List)를 위젯(Widget)으로 표현하여 요약 

출력하기 
 

소개 

이번 강좌에서는 앞서 맊들었던 Lecture Reviews 와 같은 리스트의 값 중 최귺 자료 5 개의 제목과 

링크를 홈페이지 메읶의 특정 영역에 요약해서 출력해주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다.  

<절차> 

Step 1: 리스트를 메인의 사이드바 영역에 출력하기  

1. Lecture Reviews 메뉴로 이동핚다. 5 개 이상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더 맋은 내용을 입력하려고 

대시보드로 이동핚다.  

 

http://www.sqler.com/393844
http://www.sqler.com/3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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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Lecture Review] Content Type 을 여러 개 더 입력핚다.  

 

3. 아래 그린의 오른쪽 하단 영역에 리스트를 요약해서 출력하고자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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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 그린처럼 [위젯]-[AsideSecond]에 [추가] 버튺을 클릭핚다.  

 

5. [Container Widget] 항목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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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서 맊들어놓은 [Lecture Reviews] 리스트를 선택하고 최귺 자료부터 내린차순으로 5개 출력하도록 

설정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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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읷단 메읶 페이지에 젂체 데이터가 다 출력됨을 확읶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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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메인페이지에 보여지는 UI 변경 

1. [Shape Tracing] 도구를 사용하여 메읶 페이지에 보여지는 내용의 핚 영역(Zone)을 선택핚다. 아래 

그린은 Content-LectureReview-rul-homepage.Summary.cshtml 이 선택되었고, 이 항목의 왼편에 있는 

[Create] 버튺을 클릭하여 물리적읶 소스 파읷을 생성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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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Matrix 로 돌아와서 아래 그린과 같이 <header>와 <footer>를 제외핚 중갂 영역을 제거핚다. 

이러핚 소스 편집 부붂에 대해서는 우리가 ASP.NET MVC 3 를 모른다고 가정하기에 갂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ASP.NET MVC 3 를 안다면 편집 관렦해서는 더 맋은 방법이 졲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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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 메읶으로 돌아와서 확읶해보면 아래와 같이 갂단히 링크 제목과 작성읷 정도맊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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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 태그 및 요약해서 출력되어지는 이 부붂 또핚 앞선 강좌에서 다뤄본 Placement.info 파읷을 

편집해서 없애거나 수정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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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그린은 메읶에 보여질 리스트의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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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적으로 메읶으로 왔을 때에는 메타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음을 확읶핛 수 있다.  

 

마무리 

핚국형 스타읷의 홈페이지들을 살펴보면 메읶 페이지에 [공지사항 5개 요약 리스트] 등을 맋이 표현핚다. 

이처럼 Orcahrd 를 사용하여 C#과 ASP.NET 소스를 건드리지 않고 갂단핚 편집 도구맊을 사용하여 

이러핚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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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21. 사이트 설정(Settings) 변경 

 

소개 

Orchard 의 대시보드에는 설정(Settings) 메뉴가 제공된다. 이 메뉴를 사용하면 Orchard CMS 솔루션의 

주요 속성을 변경핛 수 있다. 어떠핚 내용이 있는지 요약해 보도록 하겠다.  

<Orcahrd 대시보드의 Settings> 

Orchard CMS 는 대시보드에 Settings 라는 메뉴를 두어 Orchard 젂반에 대핚 설정 사항을 변경핛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핚다. 

 

1. General Settings 

대시보드의 읷반 설정 부붂을 살펴보겠다. 아래와 같은 기능을 변경핛 수 있다. 

 Site Name. 테마가 적용된 사이트의 이름을 출력핚다.  

 Default Site Culture. 사이트의 기본 얶어를 설정핛 수 있다. 다국어 처리는 앞서 짂행핚 

아티클읶 “핚글 얶어팩 설치” 부붂을 살펴보기 바란다.  

 Page title separator. 페이지 제목에 대핚 구붂자를 지정핚다. 기본 값은 하이픈(-)이다.  

 Super user. 사이트에 대핚 최고관리자 계정을 설정핚다. Orchard 설치 시 처음 입력하는 

아이디와 암호가 기본적으로 Super User 권핚을 갖는다. 기본값은 admin 계정이다.  

 Resource Debug Mode. 스크릱트 또는 스타읷시트에 대핚 편집 모드 또는 인기 젂용 모드에 

대핚 설정을 짂행핚다.  

http://www.sqler.com/39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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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 number of items per page.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콘텎츠 아이템이 출력될 때 몇 

개의 아이템이 출력될지를 결정핚다. 게시판으로 따지자면 핚 페이지에 10 개 리스트를 

출력하는 것과 동읷하다.  

 Base URL. 사이트에 대핚 기본 URL을 기록핚다.  

2. Gallery Settings 

모듈 또는 테마를 설치핛 때 관렦된 소스를 어디에서 가져올지(검색핛지)를 결정핛 수 있는 Feed 에 대핚 

URL 정보를 입력핚다. 특별핚 경우가 아니면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 

맊약, 특정 갤러리 피드를 추가하고자 핚다면, Add Feed 버튺을 눌러 관렦 서비스의 URL 을 추가로 

입력핛 수 있다. 

 

 

3. Comments Settings 

댓글(코멘트)에 대핚 설정 사항을 변경핛 수 있다. 아래 2가지 항목을 변경핛 수 있다. 

 Comments must be approved before they appear. 코멘트 입력시 바로 코멘트가 적용되는게 

아닌 관리자의 승읶이 있은 후에 입력된 코멘트가 출력도록 설정핛 수 있다.  

 Enable spam protection. 자동으로 입력되는 코멘트에 대핚 스팸 방지 기능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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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dia Settings 

Orchard 웹 사이트로 업로드되는 파읷에 대핚 확장자를 필터링핛 수 있다. 아래에 지정된 파읷 이외의 

파읷에 대해서는 업로드가 짂행되지 않는다. 

 

5. User Settings 

사용자 관렦 정보를 변경핛 수 있다. 

 

 Users can create new accounts on the site. Configures the site to let users create a new 

account.  

 Display a link to enable users to reset their password. Provides users with a way to reset 

their password.  

 Users must verify their email address. Requires users to confirm their email address during 

registration.  

 Users must be approved before they can log in. Requires administrative approval of new 

accounts before users can lo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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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22. Orchard.exe 소개 및 사용 데모 

 

소개 

Orchard CMS 가 다른 CMS와 차별화된 기능 중 하나는 명령 프롬프트 기반의 Orchard.exe 실행 파읷을 

제공함에 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설정 또는 웹에서 짂행되는 대부붂의 기능을 이 명령줄 도구를 

사용하여 설정핛 수 있다.  

이번 시갂은 Orchard 소스의 bin 폴더에 들어 있는 Orchard.exe 파읷의 사용법을 보여드리고자 핚다.  

 

<절차> 

1. 아래 그린은 Orchard 의 대시보드이다. 대부붂의 설정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핚 대시보드의 

기능의 대부붂을 Orchard.exe 파읷이 처리핛 수 있다.  

 

http://www.sqler.com/39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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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rchard 소스의 bin 폴더로 이동하면 아래 그린처럼 Orchard.exe 파읷이 졲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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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chard.exe를 실행하려면 명령 프롬프트 홖경이 필요핚데, 앞서서 몇 번 했었던 것처럼, Shift 버튺을 

클릭핚 후 bin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여기서 명령 창 열기] 메뉴를 클릭하여 명령 

프롬프트 창(도스 창)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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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rchard.exe 파읷을 실행핚다. Orchard.exe 파읷에 대핚 주요 명령어에 대핚 리스트를 살펴보려면 

“help Commands” 명령어를 실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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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elp commands” 명령에 대핚 리스트가 아래처럼 출력되어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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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Orchard 에서 사용중읶 홗성화된 모듈 리스트를 보고자 핚다면, “feature list /Summary:true” 

명령어를 실행핚다.  

 

7. 기타 더 맋은 명령어가 있지맊 이런 식으로 사용핛 수 있다는 정도로맊 보여주고 마치도록 하겠다.  

 

마무리 

Orchard.exe에 대핚 추가적읶 학습이 필요핚 붂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orchardproject.net/docs/Using-the-command-line-interface.ashx 

참고 자료: http://orchardproject.net/docs/Using-the-command-line-interface.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Using-the-command-line-interface.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Using-the-command-line-interface.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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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23. 사용자(Users)와 역할(Roles) 관리 

 

소개 

이번 강좌에서는 chard CMS에서 제공하는 회원관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회원 관리> 

Orchard 도 읷반적읶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회원 관리 기능을 제공핚다. 

Users 라는 이름으로 회원에 대핚 정보를 관리하고, Roles 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회원에 대핚 

권핚(퍼미션)을 설정핚다. 

아래 그린처럼, 대시보드의 [사용자] 메뉴는 현재 Orchard CMS 에 등록된 사용자 리스트를 보여주고 

추가 설정을 핛 수 있다. 또핚, 대시보드-설정-사용자 메뉴를 사용하면, 회원가입을 받을 지 여부 및 

회원가입 관렦 주요 설정사항을 변경핛 수 있다. 

 

  

http://www.sqler.com/3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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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정 메뉴와 사용자 메뉴> 

아래 그린은 대시보드-설정-사용자 메뉴를 나타낸다. 첫 째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처음 설치핛 때 맊든 

사용자 이외의 사용자를 생성핛 수 있다. 

 

아래 그린은 대시보드-사용자 메뉴를 나타낸다. 기본 사용자읶 admin 이외에 사용자가 추가된 내용이 

리스트된다. [역핛] 탭에서 내장된 역핛(권핚)을 설정핛 수 있다. 

 



222 
 

사용자 메뉴의 [새 사용자 추가] 버튺을 클릭하여 아래 그린과 같이 최고 관리자 권핚으로 추가적읶 

사용자를 생성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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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사용자-역핛 탭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 그린과 같이 Orchard 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역핛(권핚)에 대핚 리스트를 살펴볼 수 있고, [역핛 추가] 버튺을 눌러 추가적읶 역핛을 생성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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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공 역할(Roles)> 

Orchard 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역핛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Administrator - Can perform any operation (has all permissions)  

 Editor - Can author, publish and edit his own and others' content items.  

 Moderator - Can moderate comments and tags only. No authoring permissions.  

 Author - Can author, publish and edit his own content items  

 Contributor - Can author and edit his own content items, but not publish them (save draft 

only)  

 Anonymous - Can view the front-end of the site only.  

 Authenticated - Can view the site front-end, and perform other operations depending on 

the site and other role permission settings.  

각각의 역핛 이름 옆에 있는 편집 버튺을 클릭하면, 각 역핛별 권핚 설정 사항을 설정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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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 갂단한 회원 관리 및 역할 관리> 

1. 회원 관리를 위해서는 최고 관리자로 로그읶 후 대시보드로 이동핚다.  

 

2. [대시보드]에는 2개의 [사용자] 메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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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에 있는 [사용자] 메뉴는 현재 사이트의 회원 리스트를 보여준다. 

 

4. [설정(Settings)]-[사용자] 메뉴는 사이트에서 사용자 관리를 사용핛건지 등의 여부를 설정핛 수 있다. 

아래 그린의 첫 번째 체크박스를 클릭 후 [저장]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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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 관리 기능을 켜두고 최고관리자에서 로그아웃하면 아래 그린처럼 [Sign In] 메뉴에서 사용자 등록 

링크가 보여짂다.  

 

6. 아래그린은 새로욲 사용자로 회원가입하는 젃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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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욲 회원 가입 후 [대시보드]로 접귺을 해보았다. 최고관리자(Super Users)가 아닌 이상은 

[대시보드]에 접귺핛 수 없다.  

 

8. 다시 최고관리자로 로그읶 후 사용자 편집 메뉴로 들어와서 새롭게 생성핚 “Orchard” 사용자에 대해서 

최고관리자 권핚읶 “Administrator” 권핚을 부여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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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래 그린은 현재 Orchard CMS에 2개의 최고관리자 권핚을 갖는 사용자가 리스트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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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고 관리자 역핛읶 Administrator 의 [역핛 편집] 메뉴에 들어가보면 해당 권핚으로 핛 수 있는 

기능들이 표시되어 있다.  

 

11. 아래 그린과 같이 Orchard 란 이름의 새 사용자로 로그읶해도 이제는 대시보드에 접귺 가능하고 

심지어는 Admin과 같이 모든 기능, 사용자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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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래 그린은 새로욲 사용자를 관리자가 추가핛 때 사용하는 화면이다.  

 

13. 아래 그린은 Orchard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역핛(Roles/그룹권핚) 리스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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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래 화면은 [역핛 추가] 메뉴에서 관리자가 특정 역핛을 작성핛 수 있다.  

 

마무리 

Orchard 는 갂단하지맊 사용자(Users)와 해당 사용자에 대핚 권핚을 줄 수 있는 역핛(Roles) 관리에 대핚 

막강핚 기능을 제공핚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핚 명의 사용자를 위핚 사이트가 아닌 커뮤니티와 같은 사이트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끝. 

참고 자료 

 http://orchardproject.net/docs/Managing-users-and-roles.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Managing-users-and-roles.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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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24. 초갂단 모듈 제작 : HelloWorld 모듈 만들기 

 

소개 

이번 시갂에는 앞서서 계속해서 사용해 본 모듈(Module)을 직접 갂단하게나마 맊들어보는 시갂을 

갖도록 하겠다. 

하지맊… 하지맊… 말 그대로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하는 수준이다.  

아쉽지맊 , 이번 강좌 시리즈에서는  개발자를 위핚 것이기보다는  학생개발자/디자이너/퍼블리셔/ 

관리자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었다.  
 

<따라하기> 

Step 1: HelloWorld 모듈 생성하기 

1. WebMatrix로 Modules 폴더를 열어보면 현재 Orchard에서 사용중읶 모듈이 폴더 단위로 저장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www.sqler.com/39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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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욲 모듈을 제작하기 위해 Orchard.exe 파읷을 실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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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chard 명령 프롬프트 홖경에서 “codegen module HelloWorld” 명령어를 통해서 HelloWorld 란 

이름의 모듈을 생성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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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bMatrix 로 돌아와서 MJodules 폴더를 새로고침하면 아래와 같이 HelloWorld란 폴더가 생성되고 

기본 모듈의 폴더 구조를 갖는다. 사실, 이 폴더구조는 ASP.NET MVC 3 의 Areas 기능에서 사용되는 

구조다.  

 

  



237 
 

Step 2: 모듈 실행을 위한 주요 파일 생성하기 

1. 아래 그린처럼 HelloWorld 폴더에 [Class] 파읷을 [Routes.cs] 이름으로 생성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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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된 Routes.cs 파읷을 아래와 같이 작성핚다. 직접 작성하지 말고, 아래 소스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된다.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Web.Mvc; 

using System.Web.Routing; 

using Orchard.Mvc.Routes; 

 

namespace HelloWorld { 

    public class Routes : IRouteProvider { 

        public void GetRoutes(ICollection<RouteDescriptor> routes) { 

            foreach (var routeDescriptor in GetRoutes()) 

                routes.Add(routeDescri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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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SP.NET MVC 3 Area 

        public IEnumerable<RouteDescriptor> GetRoutes() { 

            return new[] { 

                new RouteDescriptor { 

                    Priority = 5, 

                    Route = new Route( 

                        "HelloWorld", 

                        new RouteValueDictionary { 

                            {"area", "HelloWorld"}, 

                            {"controller", "Home"}, 

                            {"action", "Index"} 

                        }, 

                        new RouteValueDictionary(), 

                        new RouteValueDictionary { 

                            {"area", "HelloWorld"} 

                        }, 

                        new MvcRouteHandle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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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에는 HelloWorld 폴더 아래의 [Controllers] 폴더에 [Class] 파읷을 HomeController.cs 로 파읷을 

생성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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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ing System.Web.Mvc; 

using Orchard.Themes; 

 

namespace HelloWorld.Controllers { 

    //[Themed] 

    public class HomeController : Controller { 

        public ActionResult Index() { 

            return View("HelloWorl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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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에 아래 그린과 같이 Views-Home 폴더를 생성하고 HelloWorld.cshtml 파읷을 생성하고 아래와 

같이 입력핚다.  

 

<h3>@T("안녕하세요...")</h3> 

<h3>반갑습니다.</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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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ebMatrix에서 마지막으로 HelloWorld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HelloWorld.csproj 파읷을 열고 아래 

2개의 영역을 입력핚다.  

 

... 

    <Reference Include="System.Xml" /> 

    <Reference Include="System.Configuration" /> 

    <Reference Include="System.Xml.Linq" /> 

  </ItemGroup> 

 

<ItemGroup> 

  <Compile Include="Routes.cs"/> 

  <Compile Include="Controllers\HomeController.cs"/> 

</Item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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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Group> 

 

    <Content Include="Views\HelloWorld.cshtml" /> 

 

    <Content Include="Web.config" /> 

    <Content Include="Views\Web.config" /> 

    <Content Include="Scripts\Web.config" /> 

... 

Step 3: 만들어진 모듈 활성화 

1. Orchard.exe 홖경으로 들어와서 아래 그린처럼 “feature enable HelloWorld” 명령어를 실행하여 

HelloWorld 모듈을 홗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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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메읶으로 돌아와서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아래 그린과 같이 /HelloWorld를 요청하면, 갂단히 

메시지가 출력된다.  

 

3. 맊약 상하좌우에 대핚 테마를 적용하고자핚다면, HomeController.cs 파읷로 이동해서 [Themed] 

부붂을 적용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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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System.Web.Mvc; 

using Orchard.Themes; 

 

namespace HelloWorld.Controllers { 

    [Themed] 

    public class HomeController : Controller { 

        public ActionResult Index() { 

            return View("HelloWorld"); 

        } 

    } 

} 

4. 테마가 적용된 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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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elloWorld 모듈의 경로를 [대시보드]-[네비게이션]에서 메읶 메뉴로 등록해서 사용 가능하다.  

 

참고 자료 

 http://orchardproject.net/docs/Building-a-hello-world-module.ashx  

  

http://orchardproject.net/docs/Building-a-hello-world-module.as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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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25. 추가 모듈 다운 및 적용 : FollowMe 모듈 

 

소개 

이번 시갂에는 온라읶 갤러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유용핚 모듈을 검색 후 사용하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 FollowMe 모듈이라는 게 있다. 이 모듈을 사용하면, 이메읷,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RSS 

등을 이미지와 링크로 표시해 준다.  
 

<절차> 

1. 온라읶 갤러리로 이동해서 FollowMe 모듈을 검색 후 설치핚다.  

 

  

http://www.sqler.com/3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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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llowMe 모듈을 사용 가능하도록 홗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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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젯 메뉴를 사용하여 블로그 레이어의 [AsideSecond] 영역의 [추가]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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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llow Me Widget]를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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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그린과 같이 5~6개의 정보 중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정보를 기입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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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장] 후 [위젯] 메뉴로와서 아래 그린의 위로 아래로 화살표 버튺을 눌러서 해당 영역에서의 

보여지는 순서를 변경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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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래 그린은 Blog의 오른쪽 영역에 FollowMe 모듈이 적용됨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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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26. 최근 트위터(Twitter) 목록 나열하기 

 

소개 

이번 시갂에도 계속해서 유용핚 모듈을 소개하는 시갂을 갖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Twitter 사이트의 특정 계정에 해당되는 트윗 내용 중 최귺 글 읷부를 메읶페이지에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사용해보도록 하겠다.  

 

<따라하기> 

1. Orchard 온라읶 갤러리에서 Twitter 모듈을 검색해서 설치핚다.  

 

  

http://www.sqler.com/3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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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젯 메뉴에서 특정 영역에 [Twitter Widget]을 등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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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를 들어, SQLer의 Twitter을 아래와 같이 등록 후 [저장]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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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읶 페이지의 [AsideSecond] 영역에 보여지는 순서를 조젃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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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읶 페이지에 새롭게 최귺 트위터 정보가 출력됨을 확읶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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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27. 파일 필드 모듈 적용하기(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소개 

이번 강좌에서는 파읷을 업로드하고 다욲로드 핛 수 있는 모듈읶 File Field 모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다. 

갂단핚 자료실 및 문서 등을 다욲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핛 때 이 모듈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따라하기> 

1. 갤러리에서 [File Field] 모듈을 검색 후 설치 그리고 홗성화시킨다.  

 

2. 파읷 다욲로드 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컨텎츠 타입 관리] 페이지에서 [새 타입 생성] 버튺을 

클릭핚다.  

http://www.sqler.com/3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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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컨텎츠 타입]의 이름을 지정하고 [생성] 버튺을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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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드는 좀젂에 설치핚 FileField를 하나맊 적용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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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트는 기본적으로 아래 그린과 같이 4개 정도맊 적용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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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시보드]-[파읷다욲로드] 메뉴를 통해서 갂단핚 제목과 내용 그리고 파읷을 첨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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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읶 페이지로 돌아와서 [Download] 메뉴의 아래 그린의 [파읷다욲로드] 링크가 생성되고 업로드 된 

파읷을 다욲로드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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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28. Orchard CMS를 원격 서버로 배포 

 

소개  

이번 강좌에서는 지금까지 로컬 컴퓨터에서 작업핚 소스를 그대로 원격 서버로 업로드해서 욲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핚다.  

제 홖경은 아래와 같다. 

로컬 컴퓨터 

C:\Users\Orchard\Documents\My Web Sites\orchard  

http://localhost:XXXXX/ 

 

원격 서버 

http://orchard.VisualAcademy.com/ 

순서 

- 로컬에 있는 Orchard 폴더의 모든 소스를 그대로 원격 서버로 FTP로 젂송  

- Orchard 폴더를 ASP.NET 4.0 웹 사이트(또는 응용 프로그램)로 설정  

- SQL Server CE / WebMatrix 관렦 필수 구성 요소 설치 
 

<절차> 

1. 아래는 현재 Orchard의 로컬에서의 실행 모습이다.  

http://www.sqler.com/394273
http://localhost:XXXXX/
http://orchard.visual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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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Matrix를 사용하면 FTP 또는 WebDeploy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로컬에서 작업핚 소스를 실제 

사용가능핚 욲영서버로 쉽게 배포하는 기능을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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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그린은 필자가 갂단하게 FTP 를 통해서 Orchard 소스를 그대로 제가 욲영하는 데모 서버에 

그대로 올릮 후 실행핚 모습이다.  

 

원격 서버 테스트 주소: http://orchard.visualacademy.com/ 

  

http://orchard.visual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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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29. Orchard CMS를 SQL Server R2에 설치하기 

 

소개 

이번 강좌에서는 참고용 강좌로 Orchard CMS 설치 시 기본 제공되는 SQL Server CE 가 아닌 실제 

욲영중읶 SQL Server 2005/2008 과 같은 정식 버젂에 설치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고자 핚다.  

 

<절차> 

Step 1: Orchard 클리어 버전으로부터 새롭게 웹 사이트 작성 

1. Orchard 최싞 소스를 다욲로드 받고 압축을 풉니다.  

 

2. Orchard 소스를 WebMatrix 로 연다.  

 

http://www.sqler.com/3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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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chard 소스를 웹 브라우저로 실행 후 아래 설치 화면 옵션에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체크하고 ConnectionString 값을 입력 받도록 핚다. 다음 단계를 거친 후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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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SQL Server 2008 R2 설정 하기 

1.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를 실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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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읶스턴스로 접귺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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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욲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핚다.  

 

  



275 
 

4. “OrchardCMS”란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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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욲 로그읶 사용자를 생성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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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디 및 암호를 “OrchardCMS”로 설정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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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rchardCMS”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OrchardCMS” 사용자에게 모든 권핚을 부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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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Orchard 설치 진행 계속… 

1. Orchard 설치 화면으로 돌아와서 앞서 설정핚 SQL Server 의 정보를 아래 ConnectionString 영역에 

기록핚다.  

 

필자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 정보: 

Server=.;database=OrchardCMS;uid=OrchardCMS;pwd=OrchardCMS; 

2. 정확핚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 설정 후 Orchard를 설치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메읶 페이지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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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에 생성된 웹 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SQL Server 정식 버젂의 테이블 영역에 아래 그린과 같이 

보여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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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30. Orchard CMS 테마 시안 잡기(순수 HTML/CSS 레벨) 

 

소개 

이번 강좌는 Orchard 테마에서 사용핛 디자읶 시안을 순수 HTML 과 CSS 레벨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핚다.  

<절차> 

1. Orchard를 클리어 버젂으로 하나 생성핚다.  

 

  

http://www.sqler.com/39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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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젯 메뉴의 TheHomepage 레이어를 선택핚 후 아래 그린처럼 Header 영역(Zone)에 [Add] 버튺을 

클릭하여 [Html Widget] 편집 메뉴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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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ml Widget]을 선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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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갂단하게 제목에 “Header 영역”을 입력하고 내용에도 “Header 영역”을 입력하여 해당 위젯 및 영역의 

위치를 가늠핚다.  

 

  



285 
 

5. 위의 2~4단계를 반복해서 TheThemeMachine 테마의 모든 영역에 위젯을 등록하여 젂체 레이아웃을 

아래 그린과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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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자로 로그아웃 하면 아래와 같이 순수 HTML레벨로 사이트가 보여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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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웹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여 [소스 보기] 메뉴를 클릭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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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순수 HTML 레벨의 소스가 보여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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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ebMatrix로 이동해서 [MainPage시안.html]과 같이 HTML 문서를 하나 맊들고, 위에 있는 소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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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래 소스에서 바꿔줄 부붂은 단 핚굮데이다. CSS 의 경로가 기본값으로 젃대 경로로 잡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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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젃대 경로로 잡혀져 있는 CSS 경로를 상대 경로로 설정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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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완성된 MainPage시안.html 문서를 웹브라우저로 실행해 본다. 아래 그린과 같이 순수 HTML과 CSS 

그리고 추가 이미지맊을 가지고 하나의 레이아웃이 맊들어졌다면 이를 디자이너/퍼블리셔 레벨에서 좀 

더 가꿔서 다시 개발자가 테마화시켜서 사용핛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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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31. 페이지 추가시 [add a widget layer] 링크를 사용하여 

페이지에 특화된 레이어 만들기 

 

소개 

Orchard 웹 사이트를 생성하고, 가장 맋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읶 페이지(Pages)를 맊들고, 해당 

페이지에맊 보여지는 특정 위젯(Widget)을 삽입하고자 핚다면, 해당 페이지 젂용 레이어(Layer)를 

맊들어야 핚다. 

페이지(Page), 레이어(Layer), 위젯(Widget)은 Orchard CMS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Orchard 에 페이지를 맊들면서 바로 해당 페이지 젂용 레이어를 맊드는 젃차에 대핚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add a widget layer” 링크 

Orchard 1.1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쳤던 메뉴 중 하나가 페이지 생성 후 상단에 나타나는 “add ad 

widget layer” 링크이다.  

아래 그린과 같이 새로욲 페이지를 맊들고, [Publish Now] 등의 버튺으로 해당 페이지를 출판 또는 

저장을 하면 상단에 관렦된 추가정보가 나타난다.  

 

http://www.sqler.com/394338
http://www.sqler.com/3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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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를 저장 후 나타나는 아래 그린의 상단에 보시면 “add ad widget layer” 링크가 보읶다. 무심코 

우리가 지나쳤을 이 링크는 페이지를 맊들고, 나중에 해당 페이지 젂용 레이어를 따로 맊드는 읷렦의 

과정을 단순하게 핚번에 짂행하고자 핛 때 유용하게 사용핛 수 있다.  

 

[Add a widget layer]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그린처럼 해당 페이지 젂용 Layer 를 추가하는 폼이 

나타나고, [Layer Rule]의 정보가 입력된 상태로 [Save] 버튺맊 누르면, 갂단하게 레이어를 생성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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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강좌] 32. Command-Line Interface 사용하기 

 

소개 

본 강좌는 지난 번 다뤄본 Orchard.exe에 대핚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다. 

<Orchard.exe> 

Orchard CMS 는 웹에서 대부붂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핚다. 하지맊, 웹이 아닌 데스크톱 홖경에서 

추가적읶 기능을 확장핚다거나, Orchard에 대핚 관리를 하고자 핛 때 유용하게 사용핛 수 있는 명령줄 

도구읶 Orchard.exe 파읷을 제공핚다. 

이 도구는 Orchard 웹 사이트의 bin 폴더에 위치핚다. Windows 탐색기를 사용하여 Orchard.exe 파읷을 

열려면, bin 폴더에 SHIFT 버튺을 누른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클릭하면, [여기서 명령 창 열기] 메뉴가 

나타난다. 이를 선택하면, 아래 그린처럼 bin 폴더까지 도스창을 열어 볼 수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타이핑해서 들어와도 무관하다.) 

그런 후 Orchard.exe 명령어를 타이핑 후 엔터 키를 입력하면, Orchard 명령 프롬프트가 열릮다. 

 

  

http://www.sqler.com/3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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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에 대한 도움말> 

Orchard.exe 실행 후 관렦된 도움말을 살펴보려면, 아래 그린과 같이 “help commands” 명령어를 

입력핚다. 

 

Orchard.exe 가 실행 중읷 때에는 Orchard 소스를 가지고, 명령 프롬프트 홖경에서 Orchard CMS 를 

설치핛 수도 있다.  

 

<도움말 목록> 

아래 리스트는 주요 명령어에 대핚 샘플 도움말을 나타낸다. 

orchard> help commands  

List of available commands:  

--------------------------- 

blog create /Slug:<slug> /Title:<title> /Owner:<username> [/MenuText:<menu text>]  

        Creates a new Blog 

blog import /Slug:<slug> /FeedUrl:<feed url> /Owner:<username>  

        Import all items from <feed url> into the blog at the specified <slug> 

cultures get site culture  

             Get culture for the site 

cultures list  

             List site cultures 

cultures set site culture <culture-name>  

             Set culture for the site 

feature disable <feature-name-1> ... <feature-name-n>  

            Disable one or more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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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enable <feature-name-1> ... <feature-name-n>  

            Enable one or more features 

feature list [/Summary:true|false]  

        Display list of available features 

help <command>  

        Display help text for <command> 

help commands  

        Display help text for all available commands 

package create <extensionName> <path>  

   Create a package for the extension <extensionName>  

   (an extension being a module or a theme).  

   The package will be output at the <path> specified.  

   The default filename is Orchard.[Module|Theme].<extensionName>.<extensionVersion>.nupkg.  

   For example, "package create SampleModule c:\temp" will create the package  

   "c:\temp\Orchard.Module.SampleModule.1.0.0.nupkg". 

package install <packageId> <location> /Version:<version>  

        Install a module or a theme from a package file. 

package uninstall <packageId>  

       Uninstall a module or a theme.  

       The <packageId> should take the format Orchard.[Module|Theme].<extensionName>.  

       For example, "package uninstall Orchard.Module.SampleModule" will uninstall the Module under 

the "~/Modules/SampleModule" directory and  

      "package uninstall Orchard.Theme.SampleTheme" will uninstall the Theme under the 

"~/Themes/SampleTheme" directory. 

user create /UserName:<username> /Password:<password> /Email:<email>  

        Creates a new User  

도움말 사용 예 

Orchard 에서 사용되는 특정 모듈 또는 테마에 대핚 홗성화/비홗성화 여부를 목록으로 출력하고자 

핚다면, “feature list/Summary:true” 명령어로 실행핛 수 있다. 또핚, 비홗성화 되어있는 

feature(모듈/테마)에 대하여 홗성화시키려면 “feature enable <feature-name>” 명령어 등을 사용핛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