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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s

- 애플리케이션 개발시 복잡한 클라우드인프라를 단순화 하여

개발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

- 스프링클라우드 개발에서 벤더 종속성을 최소화 하고, 동시에 스프링

커뮤니티의 진보와 변화를 손쉽게 따라갈 방법은 ?

- 통상의 마이크로서비스 개발시 최적의 선택지는 ?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네이티브 아키텍쳐

“클라우드네이티브아키텍처와기술은 클라우드에서빌드되고,클라우드컴퓨팅

모델을최대한활용하는워크로드를설계, 개발 및 운영하는접근 방식입니다.”

“마이크로서비스는 복원력 있고 확장성이 뛰어나고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마이크로서비스-클라우드네이티브 아키텍쳐의
도전과제 vs 대응전략

▪ 스마트 엔드포인드 –N:N 종속성의 복잡성 관리 취약성 대응

▪ 덤파이프 (Dumb pipes) – 분산된 서비스간의 동시성 제어

▪ 분산트레이싱 – 문제 추적 어려움에 대응

▪ 중앙집중형 로깅, 모니터링 – 문제 인식, 분석 어려움에 대응

▪ 서비스 보안 – 분산된 서비스 접근 제어통제, 관리 취약성 대응

▪ 버전관리와 자동화 – 분산된 서비스 버전간 종속성 관리

https://learn.microsoft.com/ko-kr/azure/architecture/microservices/

https://learn.microsoft.com/ko-kr/dotnet/architecture/cloud-native/definition

https://learn.microsoft.com/ko-kr/azure/architecture/microservices/
https://learn.microsoft.com/ko-kr/dotnet/architecture/cloud-native/definition


클라우드네이티브 아키텍쳐 예시 1

✓ 스마트 엔드포인드

✓ 덤파이프

✓ 분산트레이싱

✓ 중앙집중형 로깅, 모니터링

✓ 서비스 보안

✓ 버전관리와 자동화



클라우드네이티브 아키텍쳐 예시 2. PetClinic

✓ 스마트 엔드포인드

✓ 덤파이프

✓ 분산트레이싱

✓ 중앙집중형 로깅, 모니터링

✓ 서비스 보안

✓ 버전관리와 자동화



Azure가 제공하는 클라우드네이티브 앱플랫폼
“Any Application, Any Framework for All developers”



컨테이너 기반 Azure 앱플랫폼

• Azure Kubernetes Service (AKS)

• Azure Functions

• Azure App Service (AAS)

• Azure Container Instances (ACI)

• Azure Container Apps (ACA)

• Azure Spring Apps (ASA)

• Azure Red Hat OpenShift (ARO)

https://learn.microsoft.com/ko-kr/azure/container-apps/compare-options

https://learn.microsoft.com/ko-kr/azure/container-apps/compare-options


자바앱 운영환경

대상→

애플리케이션유형 -

앱서비스
Java SE

앱서비스
Tomcat

앱서비스
JBoss EAP

Azure
스프링앱

Azure 
컨테이너앱

AKS VM

Spring Boot/JAR 
애플리케이션 ✔ ✔ ✔ ✔ ✔

Spring Cloud 
애플리케이션 ✔ ✔ ✔ ✔

웹 애플리케이션 ✔ ✔ ✔ ✔ ✔ ✔

Java EE 
애플리케이션 ✔ ✔ ✔

상용
애플리케이션 서버 ✔ ✔ ✔



애저 에코시스템-서비스과의완전한 통합성제공

매니지드
클라우드 인프라

앱 라이프사이클
관리 내장

용이한
모니터링/운용성

엔터프라이즈 요구사항 충족

Azure 스프링앱스
스프링부트, 스프링클라우드앱을위한매니지드서비스

Microsoft 와 VMware 가 함께 제공하고 운영



스프링 기반의 마이크로서비스 개발

Spring Boot
Build anything

개별의마이크로서비스개발을위한
프레임웍

Spring Cloud
Coordinate anything

스프링부트에서비스오케스트레이션을
더해서완결적인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위한프레임웍

“Spring Boot is for Microservice, Spring Cloud is for Microservices Architecture with orchestration”



스프링의 구성요소

출처 : https://spring.io/



Azure 스프링앱스, Azure 서비스와의 연동
30개이상의스프링스타터와연동, 코드상의종속성배제

App Configuration

Event Hubs

Kafka

Service Bus

Redis

Functions

Spring Integration

SQL Database

MySQL

PostgreSQL

Maria DB

Cosmos DB

• SQL

• MongoDB

• Cassandra

Spring Data

Active Directory (AAD)

AAD B2C

Spring Security

SQL Database

PostgreSQL

MySQL

R2DBC

Spring Cache

Redis Cache

Blob Storage

Azure Files

Spring Resource

Spring Messaging

Service Bus

Event Hubs

Micrometer

MonitorKey Vault Secrets

Key Vault Certs

Zero Trust



Azure 스프링앱스 주요 개념

• 앱과 배포

• 그린-블루 배포

• 로깅, 메트릭, 추적성 기본 연동

Azure 스프링앱스에서 <앱>은 하나의비즈니스앱을 추상화한것입니다. 앱으로

배포된 하나의버전이 <배포>에서실행됩니다. 앱은 다음과같이 Azure 스프링앱스

서비스 인스턴스에서실행됩니다.



Azure 스프링앱스 레퍼런스 아키텍쳐, On Private

17

인트라넷서비스를위한허브-스포크(Spoke) 기반의네트워크구성



Azure 스프링앱스 레퍼런스 아키텍쳐, On Public

18

인터넷서비스를위한허브-스포크(Spoke) 기반의네트워크구성, 허브를통해서외부트래픽통제



Azure 스프링앱스, 엔터프라이즈 티어(Tier)

19

스프링앱스엔터프라이즈티어는 VMware Tanzu® 의 Application Configuration Service 가컨피그서버로, Eureka 

Service Discovery 가서비스레지스트리서버로각각매니지드서비스로제공됨



Demo
https://github.com/euchungmsft/spring-petclinic-microservices

20

https://github.com/euchungmsft/spring-petclinic-microservices




복잡한클라우드인프라보다
앱에집중

이벤트기반의
스케일전략

오픈소스기술기반의
모던앱구축

오픈소스기술
기반의모던앱구축



오픈소스기술기반의
모던앱구축

복잡한클라우드인프라보다
앱에집중

이벤트기반의
스케일전략

복잡한클라우드
인프라보다앱에집중



오픈소스기술기반의
모던앱구축

복잡한클라우드인프라보다
앱에집중

이벤트기반의
스케일전략

이벤트기반의스케일전략



Azure 컨테이너앱스가지원하는앱의유형

AUTO-SCALE CRITERIA

HTTP 동시요청수에

기반한스케일링

CPU와메모리

사용율에기반한

스케일링

마이크로서비스별로

KEDA 트리거를

활용하여개별적으로

스케일설정

HTTP 동시요청수에

기반한스케일링

큐로부터

전달받은메세지의

수에기반한

스케일링

퍼블릭 API 
엔드포인트

백그라운드
프로세싱

마이크로서비스 웹앱지원 이벤트드리븐
프로세싱

리비전간의트래픽

분산

연속실행하는

백그라운드프로세스 –

데이터프로세싱

통상의마이크로

서비스아키텍쳐, 

DAPR 경유연동

커스텀도메인, 

SSL인증서, 통합

인증이제공되는웹앱

운영환경

HTTP TRAFFIC

REVISION 2REVISION 1

80% 20%

MICROSERVICE B

MICROSERVICE C

MICROSERVICE A

큐로부터전달된

메세지를처리하는

- 큐기반의앱



Azure 컨테이너앱스주요 개념

• 환경 > 마이크로서비스 > 리비전 > 레플리카 > 컨테이너

• DAPR 통합

• ENVOY, KEDA 내장

• 로깅, 메트릭, 추적성

• AAD, OpenID 기반 인증



Azure Cosmos DBAzure 

Cosmos DB

Azure Cosmos DBAzure 

Cosmos DB

Azure Service Bus Topic

End user

Container Apps Environment

Dapr API

Order Service

Dapr API

Loyalty Service

Dapr API

Order UI

Azure 컨테이너앱스예제, Contoso Retail



Wrap-up

▪ 앱플랫폼은복잡한클라우드인프라를생략하고개발의본연인앱에집중하도록돕고, Azure 는폭넓은

요구사항을충족하는다양한앱플랫폼을제공함

▪ 자바/스프링개발의경우앱서비스, 스프링앱, 컨테이너앱등이최적의선택임

▪ Azure 스프링앱은스프링부트/클라우드표준을충실히따르는매니지드서비스고, 

다양한스프링스타터를제공하여코드상의종속성을배제함

▪ Azure 컨테이너앱은자바/스프링외에도보다다양한마이크로서비스개발요구사항을수용하며, 

HTTP/Queue 요청기반의스케일링전략을구현하기용이함

▪ 이상의 Azure 앱플랫폼들은공히깃헙액션즈등과손쉽게연동하여클라우드네이티브자동화요건을

충족하며 AAD, OpenID 와통합인증구현도용이함



Resources

Deploy your first 
App

Documentation

GitHub page

Learn More 
about

aka.ms/spring-apps 

https://learn.microsoft.com/en-

us/azure/spring-apps/quickstart-sample-app-

introduction 

https://learn.microsoft.com/en-

us/azure/spring-apps/ 

https://github.com/Azure/Azure-Spring-Apps

aka.ms/containerapps

aka.ms/containerapps/deploy

aka.ms/containerapps/docs 

aka.ms/containerapps/

Azure Container Apps (ACA) Azure Spring Apps (A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