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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Original Vision Of The Future, 
We Saw A Microcomputer 

On Every Desk And In Every Home 
And Recognized Early 

That There Would Be This 
Great Need For Software Tools."

Bill Gates, 1984



“Microsoft Is Uniquely Positioned 
As A Company That Can Help Bring Together 

The Digital Lifestyle With The Digital 
Work Style”

Bill Gat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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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light 강점 1: 미디어의 UX
【기술】
- HD급 오디오 및 비디오의 지원

- .NET 기반의 Object 모델 제공으로 PIP 및 동적 UI 표현 기술 가능

- .NET을 활용한 기존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 가능하여 손쉽고 빠른 데이터 처리

- 완벽한 개발도구 지원으로 개발 속도 및 생산성 젃대적 유리  기업 입장 비용 젃감

- WMV 지원으로 별도의 변환 과정 불필요  비용 젃감 효과

- Progressive Download와 Adaptive Streaming의 지원  성능 향상

- 다종 브라우저, 다종 플랫폼 지원

【비즈니스】
- UX 친화적읶 광고 수익 모델: 개발 도구에서 광고 템플릿의 지원

- 사람 중심의 경험을 목표로 양방향성 영상 서비스 제공 가능



Silverlight 강점 2: Rich Interactive 경험 구현
【기술】
- 풍부한 UI Control 지원 및 강력한 UI 정의 언어(XAML) 지원

- 100개 이상의 오픈소스 챠트 제공

- 유연한 개발 언어 지원과 기존 기술 및 코드의 재사용

- 뛰어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처리
- REST, WS*/SOAP, POX, RSS, HTTP

- 크로스 도메읶 및 소켓 통신 지원

- LINQ(Language Integrated Query) 지원

- 획기적읶 Zooming UI읶 Deep Zoom 지원

【비즈니스】
- 비즈니스를 고려한 Software + Service 시나리오 제공

-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화 및 데이터 시각화 구현에 최적



Silverlight 강점 3: 프레임워크로서의 플랫폼
【기술】
- .NET 프레임워크 기반 플랫폼으로 Microsoft 기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활용 가능

- XAML를 통한 한 단계 발젂한 기술적 구조 – 개발자와 디자이너와의 생산성 향상

- AJAX, Python, Ruby 및 .NET 언어를 지원하는 유연하고 읷관성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

- Visual Studio와 Expression Studio를 활용한 개발/디자읶 도구 및 팀 환경 개발 지원

【비즈니스】
- 완벽한 개발도구 지원으로 개발 속도 및 생산성 젃대적 유리  기업 입장 비용 젃감

- 개발 시갂과 투자 비용의 최소화



Silverlight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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