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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IT 개발에서 최근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영역을 키워드로 추린다면, ‘마이크로서
비스’, ‘클라우드’, ‘애자일’, ‘CI/CD’, ‘IoT’, ‘AI’ 등일 것입니다. 이 책은 ‘마이크로서비스’
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사실 언급한 키워드들을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역자도 이직
하기 전까지만 해도 워터폴(폭포수) 방식 개발을 당연한 듯 사용하고 있었고, 애자일 방
식이 무엇인지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워터폴에서는 요구사항 분석, 기본 설계, 상세 설
계, 코딩을 거쳐서 단위 테스트, 결합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거치며(숨차다),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면 사용자 테스트를 거쳐서 드디어 릴리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릴리
스에도 몇 시간이 아니라 보통 하루나 이틀을 꼬박(그것도 주말에) 써야만 가능했고, 혹
릴리스 과정에 문제라도 발생하면 복원해야 하는 등 산 넘어 산입니다(지금 생각하면 어
떻게 그 과정을 아무 불만 없이 진행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아직도 제가 말한 과정을 그대

로 따라서 개발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도 애자일 개발
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선 애자일 개발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클라우
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전 직장까지만 해도 모두 물리 서버였습니다). 서버 설치를 위해서
운영팀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면 서버 인스턴스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한, 배포도 모두 자동화되어서 코드가 머지되는 시점에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자동으
로 원하는 환경에 배포됩니다. 배포를 위해서 주말을 온종일 회사에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능은 스프린트 단위로 계획되며, 스프린트 리뷰를 통해 피드백을 얻어서 개
선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스프린트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후반부
테스트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워터폴에선 테스트 실패 시 앞의 설계 과정을 모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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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네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 이전 삶과 현재 삶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책의 저자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역자 칼럼이라는 것도 썼네요(오버했
나 싶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기에 하고 싶은 말을 역주로도 달았습

니다. 실제 제가 업무에서 경험한 것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재미있게
작업한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IT 엔지니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애자일이 무엇
인지,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마이크로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 무엇
인지 알고 싶다면 꼭 읽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오래된 엔지
니어(저처럼 꼰대 소리를 듣고 있다면)라면 이 책을 읽고 꼰대를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저
와 함께).

옮긴이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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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현대오토에버)
이 책은 쉽게 생각하면 쉽게 읽히는 책이고, 어렵게 생각하면 독자의 풍부한 전문 지식
이 요구되는 어려운 책입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입문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
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의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한다는 목표로 읽으시고, 실무자는 머릿
속에 넓게 퍼져 있는 지식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로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김용회(씨에스피아이)
지난 10년간 IT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MSA를 기
본으로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애자일, CI/CD, 쿠버네
티스 등 조직 문화와 개발/배포/운영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별 기술이나
방법론 등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책은 그간 많이 있었으나 이들을 아우르는 개념서
는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 이들 기술의 발전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
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번역은 생각보다 매우 잘되어 있어 인문학 관련 책을 읽듯 막힘없이 읽었습니다. 번역
하신 분의 노력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해서 관련된 많은 주
제를 잘 엮어 풀어낸 재미난 책을 일반 독자들보다 먼저 읽게 되어 즐거운 시간이었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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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야놀자)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와 마이크로서비스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는데, 이번 책을 통
해서 실제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느꼈던 장단점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서비스 구조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도 직접
인프라를 고민해서 도입한 주체가 아니라면 어려울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시금 인프라
팀의 노고에 감사드리게 되었고, 마이크로서비스의 큰 맥락을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이
참고하면 좋을 서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용진(SAP LABS KOREA)
마이크로서비스라는 단어만 아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서비
스가 나타나게 된 이유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
다. 더 좋은 것은 마이크로서비스를 구축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기
술인 도커의 기본 동작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소프트웨어 설명이 잘 이루어져 있기에 마이크로서비스를 시작
한다면 추천할 만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좋아 처음 마이크로서비스를 접하는 사
람이나 초보자에게 알맞습니다.
이태영(신한은행)
마이크로서비스의 탄생 비하인드와 그로 인해 진화되는 다양한 시스템 아키텍처의 변
화와 애자일이라는 문화의 출현,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추구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넓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점을 찍어
준 책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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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유노믹)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개발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 소
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된 서비스를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법과 사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오케스트레이션, CI/CD,

IaC 등 각 파트의 여러 도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실무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현준(매드업)
마이크로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의 경향까지
자세히 잘 알려줍니다. 비즈니스와 기술적인 영역이 일정 정도 섞여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는 경우나 리더 및 관리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시연(SW 개발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서비스의 안정화 문제로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로 변
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기존 서비스에서 한 부분만 장애가 발
생해도 전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책은 마이크로서비스 구조 원리를 그
림과 함께 친절한 용어로 설명하여 전체적인 기반 지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
다. 베타리딩을 하다 보니 이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고, 책에서 동작 원리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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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인류 역사를 통해 과학 기술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꿔왔다. 전기는 어둠 속에 빛
을 주었으며,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기여했다. 내연 기관은 강력한 힘을 통해 중
노동 작업을 효율화시켰으며, 싼 가격에 빠른 이동 수단을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현재
는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이후 DX)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미 여러 방면에 적용되고 있는 DX는 결제를 포함한 금융 거래 및 SNS 같은 커뮤니
케이션 툴, 그리고 재난 관리나 설비 안전 등 우리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 패턴을 바
꾸고 있다. DX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삶도 격변할 것이다. DX가 사회 기반 혁신의 근
간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IT는 인류를 변화시키는 과학 기술의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빅데이터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 그리고 사물인터넷
(IoT),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복합 현실(MR) 등 IT 기술 혁신은 멈출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물론,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서 사라지는 제품 및 기술도 적지 않다). 그중에 21
세기가 시작되면서 약 20년 간 착실하게 기능 확장 및 개선을 해온 필수 기술이 있다.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2000년대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한 IaaS(Infrastructure-as-a-Service)로 각광을 받은 클
라우드 컴퓨팅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3세대 클라우드라 불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시대에 진입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추진하는 단체인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CNCF)’는 2015년 설립 후 1년 후에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는 기술 요소 세 가지를 발표했다. 바로 ‘컨테이너(container)’, ‘컨테이너 오케스트

시작하며

xiii

레이션(container orchestration)’,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가 그것이다. 즉,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에 배포해서 실
행한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이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기본 형태다.
컨테이너 및 오케스트레이션이 인프라를 혁신했다면, 마이크로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modernization)1하고 DX를 추진함
에 있어 마이크로서비스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요소인 것이다.
여러분은 ‘마이크로서비스’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 ‘작은 서비스?’2
• ‘웹서비스나 웹 API를 구현한 것?’
• ‘SOA의 후계자?’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다. 이 책의 집필 시점에는 마이크로서비스를 정의하는
공식적인 내용이나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이크로서비스는 무엇인가?’라는
정의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IT 시스템 개발, 운영 같은 공동 작
업에서는 용어의 표준화가 필수다. 용어의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애매하게 존재한다
면 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도입해서 DX를 한다거나 마
이크로서비스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마이크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면서 객관적인 이
해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를 ‘DX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
해 필요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기술 요소’라고 보고, 관련된 기본 지식을 그림
과 함께 쉽게 배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표준 정의가 없으므로 보편적
이며 객관적인 마이크로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공유하도록, 논리성과 영향력 등을 고
려해 마틴 파울러(Martin Fowler)3와 크리스 리처드슨(Chris Richardson)4의 견해를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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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자산(레거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최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으로 변환하는 것.

2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를 ‘작은 서비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3

마틴 파울러의 웹사이트: https://martinfowler.com/articles/microservices.html(또는 https://bit.ly/3HMDHqh)

4

크리스 리처드슨의 웹사이트: https://microservice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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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즉, 마이크로서비스를 단순히 ‘아키텍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아키텍처 패턴’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
이크로서비스의 개발 운영 기법, 개발 운영 환경, 런타임 인프라에 대해서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책 전반부는 마이크로서비스의 아키텍처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먼저
마이크로서비스가 요구되는 배경으로 DX를 언급하고(1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과 마이크로서비스의 개요를 설명한다(2장, 3장). 그리고 마이크로서비스의 설계 노하우
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서비스 패턴에 대해 다룬다(4장).
한편,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를 지탱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마이
크로서비스의 런타임 인프라인 컨텐이너(container), 쿠버네티스(Kubernetes), 서버리스
(serverless)를 배우고(5장), 서비스 메시(mesh)(6장) 및 마이크로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 개

발, 운영 기법과 데브옵스(DevOps) 개요를 설명한다(7장). 8장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하는 클라우드 배포 모델의 최신 동향에 대해 다룬다.
이 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프로젝트 매니저, 아키텍트, 엔지니어 등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마이크로서비스를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입문서로 기획 및 집필했다. 따라서

마이크로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요소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메뉴얼 같은 책을 원한다면 부족할 수 있으며, 전문서처럼 상세한 요소 기술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책을 통해 개요와 핵심을 잡은 후에 필요에 따라 각 요소 기술의 전문서
나 레퍼런스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 책이 마이크로서비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DX
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표 저자 다루사와 히로유키

시작하며

xv

지은이/감수자 소개

다루사와 히로유키  1장, 2장, 3장, 4장(4-1, 4-2, 4-5, 4-9) 및 1부, 2부의 서론 집필과 전체 감수
외국계 유명 클라우드 회사의 아키텍트로 근무 중이다. 이전에는 외국계 IT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에반젤리스트 및 아키텍트로 근무했으며, 해당 기업의 미국 법인 소프트웨
어 개발 연구소 소속 엔지니어로 애플리케이션 서버 개발을 담당했다. 또한, 2013년부
터 2019년까지 정보처리학회 정보기획조사회 SC38 전문위원으로 ISO IEC JTCI/SC38
에 근거한 클라우드 컴퓨팅 국제표준 선정에 공헌했다.
사사키 아츠모리  4장(4-7), 8장 집필
일본 IBM 주식회사 테크놀로지 사업 본부 클라우드 플랫폼 및 기술 영업 부장이다. 프
라이빗 클라우드 개발과 운영을 담당했으며, 2014년부터 IBM 클라우드의 기술 영업을
맡고 있다. 아울러 시니어 아키텍트로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도 돕고 있다. 《 「仮想化」実
装の基礎知識(가상화 구현의 기초 지식)》(릭텔레콤, 2015), 《SoftLayer詳細解説ガイド(SoftLayer
상세 해설 가이드)》(인프레스, 2016) 등을 공동 집필했다.

모리야마 교헤이  7장 집필
일본 HP 주식회사를 거쳐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누구를
위한 클라우드인지, 클라우드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등을 밤낮없이 연
구 중이다. 《絵で見てわかるクラウドインフラとAPIの仕組み(그림으로 공부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API 구조)》(쇼에이샤, 2016)을 공동 집필했다.

• 트위터: @kyoheimori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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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이 마나부 6장 집필

2005년 일본 IBM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입사했다. IBM 클라우드 중에서도
PaaS의 일본 국내 보급을 위한 시스템 설계, 개발에 임했을 뿐 아니라 세미나 및 교육
강사로도 활동했다. 대학 시절의 연구 주제인 PC 클러스터를 이용한 병렬 계산이 입사
후 그리드 컴퓨팅 활용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IA 가상화, 클라우드와 컴퓨팅 모델이
진화함에 따라 담당 분야도 바뀌고 있다. 현재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IT 시스템
개선과 IoT 설루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시이 신이치 4장(4-3, 4-4, 4-6, 4-8) 집필
일본 IBM 주식회사에 2002년 입사했다. 입사 전에는 JAXA(일본우주항공개발기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입사 후에는 자사 제품의 개발자 및 프로덕트 매니저를 거쳐 퍼
블릭 클라우드의 시스템 설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와 코그니티
브(cognitive), 블록체인, IoT, 드론 등을 연동해서 신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
업을 지원하고 있다. 《システム設計の基礎から実践まで 1からはじめるITアーキテクチャー構築入
門(시스템 설계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1부터 시작하는 IT 아키텍처 구축 입문)》(일경 BP, 2017)을

공동 집필했다.
미야케 츠요시 5장 집필
도쿄대학/대학원 공학연구과를 졸업했다. 재학 시절에 게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
며 프로그래밍에 눈을 떴다. 졸업 후에는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골드만삭스 등을 거치
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경력을 쌓았다. 그후 개인 수준의 개발부터 대규모 소프트웨
어 개발까지 광범위한 개발 기법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Pivotal, AWS 등
에서 아키텍트로 근무했다. 현재는 JFrog Japan에서 아시아 최초의 설루션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 트위터: @tsuyoshi_miyake

지은이/감수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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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마이크로서비스의
아키텍처
1장

디지털 전환: 마이크로서비스가 중요해진 배경

2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과 마이크로서비스

3장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의 기본

4장

마이크로서비스 패턴

마이크로서비스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책은 마이크
로서비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전체를 포함하는 아키텍처 스타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마이크로서비스와 관련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아키텍
처 스타일이란 그림 1.A에 있는 것처럼 구조 설계에 해당하는 아키텍처와 구조 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기법 및 관련 기술을 의미한다(아키텍처 스타일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
룬다).
아키텍처 스타일을 적용해 마이크로서비스를 모델화하면 소프트웨어의 구조 설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가 중심에 자리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
실행 환경, 개발/운영 환경, 개발/운영 기법, 애플리케이션 통합 기술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탱하는 형태가 된다.
이 책은 마이크로서비스의 아키텍처 스타일 전반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1부의
1장~4장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와 애플리케이션 통합 기법에 대해 다룬다. 1장에
서는 DX의 본질적인 개념을 제시하며, DX를 실현함에 있어 마이크로서비스와 클라우
드 네이티브 기술이 요구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계속해서 2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등장 배경과 마이크로서비스의 개요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의 설계 시 중요한 요소를 다루고, 4장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 설계 시 참고가
될 ‘마이크로서비스 패턴’을 소개한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와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제외한 구성 요소, 즉 인프라/실행 환
경, 개발/운영 환경, 개발/운영 기법에 대해서는 2부의 5장 이후에서 다룬다.

인프라/실행 환경
５장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서버리스

６장

서비스 메시
···

２장章
３장章
４장章

７장

···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서비스를 조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구조

개발/운영 환경
７장

개발/운영 기법

데브옵스,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

지속적 통합(CI)
지속적 배포(CD)
지속적 감시(CM)
···

애플리케이션 통합
３장
４장

웹 API(REST, RPC)
메시징
API 관리
결과 정합성
···

그림 1.A 이 책에서 다루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스타일의 설명 범위

제1장

디지털 전환:
마이크로서비스가 중요해진 배경

마이크로서비스를 시작하는 배경에는 기술적 호기심, IT 시스템 요건, 비즈니스적 필
요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IT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을 조감하
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라고 하는 흐름에서 마이크로서비
스가 요구되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1.1

디지털 전환이란?

최근 수년간 DX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 및 IT 기업, 그리
고 지식인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각각 DX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발간하고 있
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달라서 DX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을 활용한 신기술
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며, 빅데이터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BI)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활용한 자
동화 관련 기사나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 혼합
현실(Mixed Reality, MR) 등의 교차 현실(Cross Reality, xR)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 읽고 IT 신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DX의 본질이라 생
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그림 1.1).
IoT

AI/ML

로보틱스

xR

BI

에지／5G

그림 1.1 DX의 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DX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DX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책 집필 시점에는 아직 표준 기구가 정
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차선책으로 영문판 위키피디아의 DX 항목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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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 (DT or DX) is the adoption of digital technology to transform

1

services or businesses, through replacing non-digital or manual processes
with digital processes or replacing older digital technology with newer digital
technology. Digital solutions may enable - in addition to efficiency via automation
- new types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rather than simply enhancing and
supporting traditional methods.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Digital_transformation(또는 https://bit.ly/3zb4Xwb)

해석

디지털 전환(DT 또는 DX)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로 변
경하거나 오래된 디지털 기술을 최신 기술로 변경하여, 서비스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
신하는 디지털 기술의 적용 형태다. DX에 있어 디지털 설루션은 단순히 지금까지 방법을
개선하거나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종류의 혁신
과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영문판 위키피디아에서는 DX를 ‘최신 IT 기술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혁
신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DX란

AI/ML 등의 IT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
신 IT 기술 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에 있다. 즉,

DX의 본질은 다음 두 가지다.
•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혁신
•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혁신에 있어) 비즈니스 주체를 IT에 맡기는 것

기존의 IT-비즈니스 연동 모델과 비교하면 이런 DX의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컴퓨터는 그 탄생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수작업을 지원하는 후방 지원(백오피스)
서비스로 이용돼 왔다. 빅테크 기업1처럼 설립할 때부터 IT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기업에서는 IT는 주판이나 계산기처럼 비

1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IT 기업들. 아마존,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이다.

1.1 디지털 전환이란?

5

즈니스를 ‘지원’하는 도구이며, 비즈니스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업 부서의 인력이었다(그
림 1.2).
IT 시스템은 사업 부서를 도와주는
후방 지원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는
보완적 서비스

데이터 센터

시장

상품 및 서비스
피드백

방화벽

事業部門

상품 및
서비스

후방 지원
피드백

비즈니스의 주체는 사업 부서
(Line of Business, LOB)

그림 1.2 기존의 IT 활용 모델

DX는 이런 기존 IT-비즈니스 협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림 1.3은 DX를
통해 실현한 이상적인 IT와 비즈니스의 협업 모델이다.

DX 이후의 세계에서 IT 시스템은 후방 지원 서비스가 아니다. IT 시스템은 시장에 상
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기업 활동의 핵심이 된다. 실
제로는 영업부 등의 사업 부서가 계속해서 주관 부서가 되겠지만, 빠르고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운영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마
찬가지로 기존 IT 시스템(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도 혁신적으로 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AI/ML 등의 최신 IT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DX의 목표다. DX란, 단지 최신
기술을 여기저기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다. IT 시스템뿐 아니라 비즈니스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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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다양성을 요구하는
다이내믹한 시장

IT가 비즈니스 주체

IT 정보 기술

시장

최신 기술
xR
（VR/AR/MR）

AI/
ML

에지／
5G

BI

1

IoT

로보틱스 ···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상품 및
서비스

피드백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 및 운영
스폰서 방침과
관리

협업

피드백

비즈니스 운영 문화

피드백

효율화
프로세스

속도감 있는 시장과
IT에 최적화된 문화

조직
그림 1.3 DX 구조 모델

1.2

2025년의 벽

‘2025년의 벽’은 2018년 8월 일본 경제산업청에 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연구회’가
발행한 DX 보고서의 일부다. 이 보고서는 DX를 소홀히 한 경우 2025년 이후 일본 전
국에서 최대 12조 엔(약 1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볼 거라 예상했으며, 이런 손실에 의
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2025년의 벽이라 부르고 있다. 이 제목은 큰 반
향을 일으켰으며, DX가 갑자기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왜 2025년의 벽이 발생하는 것일까? DX 보고서에 의하면 IT 업계나 관련 회사에서 인
재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기술 측면, 투자 측면,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악영
향을 끼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거라 보고 있다(그림 1.4). 이런 연쇄적 현상에서 인재
(人材) 문제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기술적 부채’다.

1.2 2025년의 벽

7

기술 측면

인재 측면

· 누적된 기술 부채
· IT 시스템의 블랙박스화

· 최대 43만 명의 인재 부족(2025년)
· 최신 기술 및 레거시 기술 부족

투자 측면
· IT 투자의 90%가 비즈니스 운영을 위함
· 가치 투자의 쇠퇴

비즈니스 측면面
· 디지털 비즈니스 실패敗者
출처: DX 보고서~IT 시스템 ‘2025년의 벽’ 극복과 DX의 본격적인 전개
(일본 경제산업청/디지털 전환 대비를 위한 연구소. 2018년 9월 7일 발행)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digital_transformation/20180907_report.html
(또는 https://bit.ly/372D3bM)

그림 1.4 일본 IT 시스템이 겪고 있는 악순환 구조

기술적 부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빈번하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순식간
에 기존 기술이 퇴화하는 IT 세계에서는, 개별 IT 시스템을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서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술 혁신은 물론, 적절한 시점에 기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주 기존 IT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기존 제품/기술과 최
신 제품/기술의 차이를 줄여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제품/기술 간의 전환이 쉽도록 해주
며, 개발, 구축, 운영 관련된 IT 기술자도 기술을 손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그림 1.5의 오
른쪽).

누적 비용

누적 비용

레거시 거치 및 장기간 운영
기술적 부채 초과
마이그레이션 비용 확대
소규모 수정
연명 비용

고빈도 및 적절한 시기의 현대화

최신 기술 활용으로
운영 비용 최적화

적기에 최신
기술 대응 조치

비용적
장점

레거시 운용
비용 확대
대규모
기술 혁신

대규모
기술 혁신

시간

대규모
기술 혁신

대규모
기술 혁신

시간

그림 1.5 기술적 부채

한편 IT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경, 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간 운영한 경우, 미적용 제
품/기술이 점점 누적된다(그림 1.5의 왼쪽). 이렇게 누적된 미적용 제품/기술을 기술적 부
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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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부채가 많아지면 운영해야 할 제품/기술이 늘어나고 IT 기술자의 기술 향상 부

1

담도 늘어나서 IT 시스템 현대화 시에 기간이나 비용적 부담이 커진다. 최악의 경우 현
재 IT 시스템의 운영에 IT 예산을 전부 소진해버려 최신 IT를 위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
황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최신 기술과 관련 기술 부족은 비즈니스 경쟁력 저하의 원
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쌓여서 2025년의 벽이 발생하는
것이다.

DX 보고서는 위기감을 언급하는 것뿐 아니라 DX 실현을 위한 해결 방침도 제시하고
있다(그림 1.6). 그림 1.6은 네 가지 주요 해결 방침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IT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세 가지 기술 방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투자면 기술면 인재면

도약을 위한 대책

2025년: 목표

클라우드 및 공통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술적 부채 해소

IT 예산 비율
(비즈니스 운영:가치 증대)
６：４

서비스 추가에
수개월 소요

마이크로서비스화,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 추가에
수일 소요

IT 인재 분포율
(사용자:벤더)
３：７

사용자 기업에서 인재 양성.
비즈니스 디지털화

IT 인재 분포율
(사용자:벤더)
５：５

IT 산업 성장률
1%

신규 시장 개척. 사회 인프라 디지털화

IT 산업 성장률
６%

비즈니스면

현재
IT 예산 비율
(비즈니스 운영:가치 증대)
8:2

커넥티드 인더스트리(connected industry, 다양한 사업과 IT 연계)의 강화 => 실질 GDP 130조 엔 달성
출처: DX 보고서~IT 시스템 ‘2025년의 벽’ 극복과 DX의 본격적인 전개
(일본 경제산업청/디지털 전환 대비를 위한 연구소. 2018년 9월 7일 발행)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digital_transformation/20180907_report.html
(또는 https://bit.ly/372D3bM)

그림 1.6 DX를 위한 현황 파악과 대처 방안

[1] IT 인프라 표준화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인프라 표준화를 도모하고 환경 구축, 운영의 효율화와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그림 1.7). 구체적으로는 표준 기술로 컨테이너에 의한 가상화를
검토한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등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해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므로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공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1.2 2025년의 벽

9

투자면 기술면 인재면

현재

도약을 위한 대책

2025년: 목표

IT 예산 비율
(비즈니스 운영:가치 증대)
8:2

클라우드 및 공통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술적 부채 해소

IT 예산 비율
(비즈니스 운영:가치 증대)
６：４

마이크로서비스화,
테스트 자동화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서 인프라를
표준화標準化

서비스 추가에
수일 소요

서비스 추가에
수개월 소요

비즈니스면

IT 인재 분포율
(사용자:벤더)
３：７

· H/W 및 OS 차이를 은폐
· 기반 구축/운영의 효율화
기업에서
· 애플리케이션사용자
개발 속도
향상 인재 양성.

비즈니스 디지털화

IT 산업 성장률
1%

신규 시장 개척. 사회 기반 디지털화

IT 인재 분포율
(사용자:벤더)
５：５
IT 산업 성장률
６%

커넥티드 인더스트리(connected industry, 다양한 사업과 IT 연계)의 강화 => 실질 GDP 130조 엔 달성
출처: DX 보고서~IT 시스템 ‘2025년의 벽’ 극복과 DX의 본격적인 전개
(일본 경제산업청/디지털 전환 대비를 위한 연구소. 2018년 9월 7일 발행)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digital_transformation/20180907_report.html
(또는 https://bit.ly/372D3bM)

그림 1.7 해결책 1: IT 인프라 표준화

[2] 마이크로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마이크로서비스와 테스트 자동화를 근간으로 한 데브옵스(DevOps)를 실현하므로, 애
플리케이션 현대화(그림 1.8)를 달성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변경만 신속하게 하는 것
이 아니라 자동화를 통해 오류를 줄여 애플리케이션 품질을 향상시킨다.
투자면 기술면 인재면
비즈니스면

현재

도약을 위한 대책

2025년: 목표

IT 예산 비율
(비즈니스 운영:가치 증대)
8:2

클라우드 및 공통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술적 부채 해소

IT 예산 비율
(비즈니스 운영:가치 증대)
６：４

서비스 추가에
수개월 소요

마이크로서비스화,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 추가에
수일 소요

IT 인재 분포율
사용자 기업에서 인재 양성.
(사용자:벤더) 마이크로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化
비즈니스 디지털화
３：７
·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변경 속도 향상

IT 인재 분포율
(사용자:벤더)
５：５

IT 산업 성장률
1%

IT 산업 성장률
６%

· 애플리케이션 품질 향상

신규 시장 개척. 사회 기반 디지털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connected industry, 다양한 사업과 IT 연계)의 강화 => 실질 GDP 130조 엔 달성
출처: DX 보고서~IT 시스템 ‘2025년의 벽’ 극복과 DX의 본격적인 전개
(일본 경제산업청/디지털 전환 대비를 위한 연구소. 2018년 9월 7일 발행)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digital_transformation/20180907_report.html
(또는 https://bit.ly/372D3bM)

그림 1.8 해결책 2: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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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과
마이크로서비스

마이크로서비스란 무엇인가?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서비스
가 요구되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마이크로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배경으
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같은 기술적 동향을 설명한 후, 마
이크로서비스의 개요를 소개하도록 한다.

2.1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자취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그때그때의 기술적인 동향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의 필요에 응
답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마이크로서비스도 그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하나로 클라
우드 컴퓨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서비스의 등장 배

경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사를 돌아보도록 하자.

2.1.1 REST
IT 업계에 있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은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세
기 말에 설립된 Salesforce.com이 인터넷을 통한 고객 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여 SaaS(Software-as-a-Service) 모델의

비즈니스를 확립했다.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 역사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이 회사의
로고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름에서 인터넷을 통한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
운 ‘형태’의 IT 기업, 즉 클라우드 회사의 도래를 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

2000년대라고 하지만 웹2.0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구글 지
도(Google Maps)다. 당시 마우스 드래그로 맵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웹브라우저의 조작성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발전과 에이잭스(Ajax)에 의해 개선
됐지만, 웹2.0의 유행이 가져온 본질적인 가치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타인이 제공하
는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호출하면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은 당
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대다. 이 새로
운 모델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한 것이 RESTful 웹서비스다.
웹서비스라는 개념은 이전부터 있었으며, W3C를 중심으로 SOAP/WSDL/UDDI 등의
웹서비스 프로토콜이 정비돼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SOAP/WSDL 기반의 구시대
웹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복잡성과 비용이다. 구시대 웹서비스
를 사용하려면 일반적인 HTTP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웹서
비스 프로토콜을 이해해야만 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ESB) 등 IT 벤더가 제공
하는 웹서비스 관련 미들웨어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학습 난이도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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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미들웨어 구입 비용이 구시대 웹서비스 적용을 망설이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

1

으로 침체기에 있던 웹서비스의 존재 가치를 바꾼 것이 웹2.0 붐을 통해 주목을 받은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다.

REST란, HTTP 프로토콜 규격 창시자 중 한 명인 로이 필딩(Roy Fielding)이 만든 아키
텍처 스타일이다. 주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 논하고 있
으며, 그중에서도 HTTP 메서드와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에 대한 언급은 이
후 웹서비스에 큰 영향을 주었다. 로이 필딩은 URI가 이름이 의미하듯이 리소스, 즉
처리 대상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며, 데이터 처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HTTP 메서드
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 메서드 중 GET은 데이터 취득, PUT은 데이터 변
경, POST는 데이터 작성, DELETE는 데이터 삭제에 사용한다(그림 2.1). 즉, HTTP는 원
래 웹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구조를 갖춘 프로토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설계 원칙
은 매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전용 미들웨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브라우저상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간단히 호출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구글을 비롯한 다양한 IT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을 REST 기반의 웹서비스(RESTful 웹서비스)로 인터넷상에 공개
했으며, 최종 사용자(엔드 유저)의 IT 시스템이 이 웹서비스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 URI로 리소스를 표현(목적어): XXX를 ⋯
· HTTP 메서드로 조작을 표현(술어): YYY한다
HTTP 메서드
GET
POST
PUT
DELETE

의미
취득, 검색
작성, 추가
변경
삭제

SQL를 예로 들면...
SELECT
INSERT
UPDATE
DELETE

· REST에 근거한 HTTP 헤더 예(틀)
GET/blogs/BobSutor HTTP/1.1
Host: www.shoeisha.co.jp
⋯⋯⋯⋯⋯⋯⋯⋯⋯⋯⋯⋯⋯⋯⋯..
그림 2.1 REST

웹2.0 붐을 통해 각광을 받기 시작한 RESTful 웹서비스는 이후 SaaS 애플리케이션의

API로 사용된다. 즉, REST는 SOAP/WSDL 등의 구시대 웹서비스 프로토콜을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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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의 웹서비스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막을 연 장본이기도 하다. SaaS나 RESTful 웹서비스는 비교적 상위 계층에
위치하는 기술이다. 2000년~2010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은 상위 계층의 사용자 경험
을 혁신한다는 관점에서 주목받았다(그림 2.2의 왼쪽).
컴포넌트 스택 계층

Software-as-a-Service

마이크로서비스,
데브옵스, 애자일

REST APIs
RESTful 웹서비스

Platform-as-a-Service
규모의 경제
거대 데이터 센터

컨테이너

가상화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2000

2010
시간의 흐름

2020

그림 2.2 클라우드 컴퓨팅의 동향 변화

2.1.2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SaaS가 성공하면서 다음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 SaaS 회사의 IT 시스템 구현 및
운영이다. SaaS 회사는 방대한 요청 및 트랜잭션을 축적하고 있어서 그 노하우를 적
용하면 확장성과 높은 가용성, 안전한 엔드 유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다. 여기서부터 서버나 네트워크 등의 컴퓨팅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IaaS(Infrastructure-as-a-Service)가 등장한다. 2006년에 유통 대기업인 아마존(Amazon)
이 아마존 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를 시작했고, 2009년에는 마이크로소프
트가 미국 시카고 외곽과 아일랜드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축을 시작하며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다. AWS가 선두에 있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많은 IT 회사
가 진입했으므로 IaaS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버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서버 구성 및 배포 자동화 기술이 새롭게 개발, 추가됐으며, 기반 구축의
속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처럼 2005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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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관련 기술은 서버, 네트워크 등 인프라 기술에 치우쳐 있었다(그림 2.2의 가운데).

1

IT 시스템은 인프라(기반)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돼 있다. 인프라를 혁신하는 것은 애
플리케이션 혁신에 영감을 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2010년 전후에 인기를 얻은 클
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한 인프라 기술 혁신은 그 상위 계층에도 영향을 주었다(그림 2.2
의 오른쪽).

그중 하나가 바로 PaaS(Platform-as-a-Service)다.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를 서비스로 제
공하는 IaaS에 비해, PaaS는 미들웨어부터 하위 계층의 컴퓨팅 스택을 서비스로 제
공한다(그림 2.3의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OS나 미들웨어 등의 도입과 구성
을 신경 쓰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PaaS의 장점이다. 헤로
쿠(Heroku), 클라우드 파운드리(Cloud Foundry), 구글 앱 엔진(Google App Engine), AWS
일래스틱 빈스토크(AWS Elastic BeansTalk),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앱 서비스(Microsoft
Azure App Service) 등이 PaaS에 해당하는 기술이다.4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사용

애플리케이션

고객이 개발 또는
구입/취득

SaaS

OS/미들웨어

Software as a Service

부가 가치

계층
소프트웨어

고객이 구입 또는 설정

애플리케이션

사용
대

계층
애플리케이션

고객이 개발 또는
구입/취득

사용

PaaS

IaaS

소

기반 계층

Platform as a Service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좁음

서비스 제공 범위

넓음

그림 2.3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4

옮긴이 쉽게 설명하면 SaaS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고(예를 들면 웹에서 사용하는 오피스
365), IaaS는 서버, 네트워크, 저장소 등을 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PaaS는 하드웨어 및 미들웨어, OS 등이 이
미 설치돼 있는 상태로 주로 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환경이다.

2.1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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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의 혁신으로 지속적 통합(Continuous Integration, CI)과 지속
적 전달(Continuous Delivery, CD), 데브옵스(DevOps), 애자일(Agile) 개발 프로세스가 주

목을 받기 시작했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형성하는 기법으로 자리잡았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크루즈 컨트롤(cruise control)이나 허드슨[Hudson, 현 젠킨스(Jenkins)] 등을 이용
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빌드나 단위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CI를 시험하기 시작했
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이 기술들이 데브옵스 및 CD 등과 함
께 관심을 받은 계기는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의 속도 향상과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IaaS에 의해 인프라 구축이 빨라졌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은 속도로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한다면 클라우드 사용이 의미가 없다. 인프라 위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에
속도와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CI, CD, 데브옵스 등의 기법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형성
하는 기술로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인 마이크로서비스도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한 아키텍처 스타일로 주목받게
됐다.
마이크로서비스란, 인프라 구축의 빠른 속도에 맞추어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변경
작업)을 적시에 진행하기 위한 설계, 개발, 운영 기법을 모은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

는 것은 서비스라고 하는 독립적으로 개발 및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여러 개
조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 구조에 있다.
각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개발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특정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개별 서비스를 교체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히 변경할 수 있는 구
조다. 서비스 기반 개발,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00년대 SOA
시대에 사용된 것이다. 마이크로서비스란 이런 과거의 지혜를 기반으로 웹2.0이나 클라
우드 컴퓨팅 등의 현재 기술 동향을 도입한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사를 살펴보았지만, 2020년의 클라우드가 2000년대의 클라우드
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SaaS라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서비스로 시작
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2010년 전후로 IaaS라는 인프라 계층의 혁신이 먼저 진행됐으며,

PaaS나 마이크로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다시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혁신에 집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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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2.2의 오른쪽).

1

클라우드는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도 변화했다. 또한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똑똑하게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빠르고 유연하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클라우드를 전제로 설계, 구축, 개발, 운영하는 컴퓨팅 스타일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
팅이라고 한다.

2.2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안타깝게도 이 책 집필 시점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정의한 국제적 표준 사양이 없다.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를 추진하는 단체는 존재한다. 바로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다.

201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보급하기 위한 단체로 CNCF가 구성됐다. CNCF
는 리눅스 파운데이션(Linux Foundation)의 서브 프로젝트로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
트, 알리바바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해 전체 참가 기업이 400개가 넘는 대
형 단체가 됐다. CNCF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특정 서비스(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생
태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CNCF는 단체명에도 포함돼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을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깃허브(GitHub)상에도 공개돼 있으며,5 한국어로 번역돼 있
으니 꼭 읽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CNCF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정의를 바탕으로 그 개요를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목적은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하
는 것과 IT 시스템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자주, 그리고 계획한 만큼 임팩트가 있는 변경을 추
가하는 것이다. 그 앞에 있는 비즈니스 쪽 목표는 불특정 다수의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유연하
게 제공하는 것이다. DX가 요구하는 속도와 유연성을 실현하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

5

https://github.com/cncf/toc/blob/main/DEFINITION.md(또는 https://bit.ly/3HIuL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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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컴퓨팅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기술 목표와 비즈니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프라이빗(private) 클라우드, 하이브리드(hybrid) 클라우드를 활
용해서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법으로는 ‘컨테이너’, ‘서
비스 메시’, ‘마이크로서비스’, ‘변경 불가능한 인프라’, ‘선언형 API’ 등이 있다. 또한, 오
픈소스를 적극 적용하므로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는 생태계 실현을 권장하고 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개념에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CNCF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클라
우드 네이티브 인터랙티브 랜드스케이프(Cloud Native Interactive Landscape)6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터랙티브 랜드스케이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관련 기술을 정리/분류
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한 조감도다(그림 2.4). 이 자료를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
퓨팅 관련 기술이 기반(Platform), 오케스트레이션 및 관리(Orchestration &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Runtime), 애플리케이션 정의 및 개발(App definition and
development), 운영 감시 및 분석(Observatory and Analysis), 서버리스(serverless) 등의 각 분

야를 이미 커버하고 있어서 실현 단계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터랙티브 랜드스케이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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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마이크로서비스란?

1

마이크로서비스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 클라우드 기반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 아키텍처 스타일
이다. IT 세계에서 ‘아키텍처’라는 용어는 자주 접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아키텍처 스타
일이란 무엇일까?
아키텍처 스타일이란 건축 양식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세계에서는 건축
업계의 기법이나 용어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키텍처(건축술, 구조), 아키텍처 스타
일(건축 양식) 모두 건축 용어에서 가져온 것이다. 또한, 유명한 ‘디자인 패턴’도 원래는
건축 용어다. 아키텍처(architecture)란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간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해당한다. 구조는 건축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집이나 빌딩을 지을 수 없다.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기법이나 목조, 철근, 콘크리트 등
의 재료, 그리고 장식 등이 있어서 집이나 빌딩을 완성할 수 있다. 이처럼 구조를 구체
화하기 위한 주변 기술, 기법, 재료 등을 모아서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럽 중세 시대나 근세 시대 건축물의 대표적인 아키텍처 스타일로 로마네스
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이 있다.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는 독자라면 ‘이 교회는
고딕 양식의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고⋯’와 같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마이크
로서비스는 건축 업계의 고딕이나 바로크처럼 이른바 IT의 건축 양식인 것이다. 아키텍
처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아직 어렵게 느껴진다면, 검증된 최적의 아키텍처를 모아둔 것
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2.4.1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렇다면 아키텍처 스타일로서 마이크로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
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의 핵심은 독립적으로 개발 및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를 서비스라고 한다)를 여러 개 조합해서 하나의 애플리
케이션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구조에 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REST, 메시징 등이 있으며, 기법으로는 데브옵스, 애자일 개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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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 CD, 도메인 주도 설계(Domain Driven Design, DDD)가 있다. 이런 기법/기술들이
아키텍처 주변을 지탱하므로, 아키텍처 스타일로서의 마이크로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
이다(그림 2.15).
인프라/실행 환경

개발/운영 기법

PaaS
컨테이너와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SDN)
···

데브옵스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
도메인 주도 설계(DDD)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이링(SRE)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서비스를 조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구조

개발/운영 환경
지속적 통합(CI)
지속적 전달(CD)
지속적 감시(CM)
···

第３章
第４章

애플리케이션 통합
웹 API(REST, RPC)
메시징
API 관리
결과 일관성
···

그림 2.15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스타일

마이크로서비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대 초반에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지
만, 2014년 3월 마틴 파울러(Martin Fowler)와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가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됐다.9 이 글은 미국 ThoughtWork사의 유명한 아
키텍트/컨설턴트였던 두 사람이 IT 시스템의 개발/운영 현장의 피드백을 마이크로서비
스로 정리한 것이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독립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즉
서비스로 분할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요청(리퀘스트)을 처리하기 위해 각 서비스는

REST나 메시징으로 통신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을 구성한다. 세밀한(fine-grained) 구조
와 분산 컴퓨팅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졌다.
마이크로서비스 적용의 장점이라고 하면 세밀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들 수 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한 번에 릴리스하는 빅뱅형 기법이 아니라, 일부를 단계적으로 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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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및 변경하게 하는 유연성을 가져다준다(그림 2.16). 또한, 스케일아웃(scale-out)이나

1

스케일인(scale-in) 관점에서 요청이 집중돼 있는 서비스만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어서
시스템 리소스의 최적 사용 및 가동률 개선에 기여한다.10 서킷브레이커와 조합하면 장
애 영향 범위를 국소화할 수도 있다(장애 영향을 단일 서비스 내, 단일 요청 내로 제한한다).
또한, 이런 세밀한 소프트웨어 구조는 CD를 사용한 잦은 빈도의 배포에 적합하다.
· 작은 단위의 애플리케이션 릴리스
· 빠르고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변경 및 유지/관리
· 작은 단위의 확장
· 장애 영향을 최소화
· 지속적 전달/지속적 전달 실현의 기초
그림 2.16 마이크로서비스 적용의 장점

한편, 세밀도와 분산 컴퓨팅 같은 특징은 나쁜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그림 2.17). 사용
자 요청(리퀘스트)이 발생할 때마다 서비스 간 통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성
능에 영향을 준다. 또한,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분산 배치되므로 DB 간
일관성이나 동기화 기법, 운영 및 감시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모델링 기
법의 학습 난이도와 각 서비스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 설계의 일관성도 고려해야 한다.
· 서비스 간 통신 지연
· 분산 배치된 데이터의 동기화
· 분산 컴퓨팅 환경의 운영 및 감시 비용
· 시스템 전체 설계의 일관성 및 통일성
· 서비스 모델링 기법의 학습 난이도
그림 2.17 마이크로서비스 운영 시 고려 사항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서비스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유연한 모듈 구조(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의 개별 유지/보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DX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유연성이다. 빨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속도와 혹시 시장의 필요를 잘못 파악한 경우라면 상품을 곧바로 변경할 수 있
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DX를 구현하기 위한 IT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신속하게 시스템

10

옮긴이

스케일아웃은 서버 수를 늘리는 것이고, 스케일업은 서버의 사양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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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릴리스할 수 있는 속도와 적시에 시스템을 변경 및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
다.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컨테이너이며,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마
이크로서비스다. 즉, DX를 실천하려면 컨테이너화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
이션 설계와 운영에 마이크로서비스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2.5

마이크로서비스의 특징

마틴 파울러와 제임스 루이스는 앞서 언급한 웹사이트에 마이크로서비스의 아홉 가지
특징을 나열했다(그림 2.18).11 이것은 마이크로서비스를 적용함에 있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특징들을 도입하면 자신과 시스템에 맞는 최적의 마이크
로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특징들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서비스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서비스를 사용한 컴포넌트화
［2］비즈니스 기능을 기준으로 한 팀 편성
［3］프로젝트가 아닌 제품을 파악해서 개발 및 운영
［4］지능적인 엔드포인트와 단순한 파이프
［5］비중앙집권적인 언어와 툴 선택
［6］비중앙집권적인 데이터 관리
［7］인프라의 자동화
［8］장애와 오류를 전제로 한 설계
［9］선진적인 설계
그림 2.18 마이크로서비스의 특징

2.5.1 서비스를 사용한 컴포넌트 설계
마이크로서비스에서는 서비스를 사용한 컴포넌트화를 추천하고 있다(그림 2.18의 [1]).
독립된 컨테이너상에 배포하는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
변경이 용이하며(그림 2.18의 [9]), 작은 단위의 확장성을 실현할 수 있다.

11

36

https://martinfowler.com/articles/microservices.html(또는 https://bit.ly/3D6xJQl)

제2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과 마이크로서비스

기존의 아키텍처 스타일(마이크로서비스가 아닌)인 모노리스(monolith, 거대한 바위 하나라

1

는 의미)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으며, 버전을 사용

해 관리한다(그림 2.19의 왼쪽).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만 수정하려고 해도 애플리케이션 전
체를 컴파일, 빌드, 테스트, 배포해야 한다. 마이크로서비스를 적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서비스로 구성해 두면, 대상 서비스만 수정하면 된다(그림 2.19의 오른쪽).
모노리스: 라이브러리 기반
패키지 파일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합 링크
한결
密강
강
密
한결
합合
링크
코어
프로그램
링크
합
한결
密강
강
密
한결
합 링크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각 컴포넌트가 강하게 결합
애플리케이션 변경이 어려움

마이크로서비스: 서비스 기반
서비스
REST／메시징
약한 결합

REST／메시징
약한 결합

서비스

서비스

REST／메시징
약한 결합

REST／메시징
약한 결합
서비스

각 컴포넌트가 약하게 결합
애플리케이션 변경이 쉬움

그림 2.19 소프트웨어 구조 비교: 모노리스 vs 마이크로서비스

마이크로서비스의 서비스 간 통신에는 간단하고 가벼운 통신 기법을 사용한다. REST
나 경량 메시징이 그 예다(그림 2.18의 [4]). 메시징 엔진으로 ESB를 사용할 때는 메시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ESB가 제공하는 중개 기능은 권장하지 않는다. 중개
기능이란, ESB의 기본 기능 중 하나로 메시징 처리 과정에서 메시지 변환, 라우팅, 임
의 처리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중개 기능은 복잡해서 오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잦
아 마이크로서비스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기능이다.

2.5.2 개발/운영 체제
마이크로서비스에서는 하나의 개발/운영 팀이 하나의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한다. 즉,
하나의 서비스가 책임지고 있는 비즈니스 기능 단위로 개발/운영 팀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그림 2.18의 [2]). 그리고 팀이 자율적으로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팀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편성해야 한다. 팀 규모는 가능하면 작게 만들되, UI 디자이너,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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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DB 전문가, 운영을 담당하는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
어 등으로 구성한다.
이런 팀 편성의 지침이 되는 것이 콘웨이 법칙(Conway’s law)이다. IT 시스템의 구조는 프
로젝트 체제를 반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체제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개발팀을

UI, 애플리케이션 서버, DB로 분할하고, 각 팀의 성과물이 하나의 계층을 형성해서 전
통적인 3계층 구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이크로서비스의 목표는 3계층 구조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운영이 가능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콘웨이 법칙을 따라 하나의 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때 하나의 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
이 합리적인 판단이다(그림 2.20).
콘웨이의 법칙: 시스템 구조는 프로젝트를 체제를 반영한다
마이크로서비스:
비즈니스 목적에 기반한 팀 편성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성됨

모노리스

유지/보수 시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작업 필요

비즈니스
요건

개발/운영
프로젝트 체제
UI 팀

개발
운영

IT 시스템
구조
UI 계층

마이크로서비스
비즈니스
요건

유지/보수 시 서비스 단위로 교체 가능

개발/운영
프로젝트 체제

요건 #1 구현

서비스 #1팀

구현

개발
운영

요건 #2 구현

서비스 #2팀

강한 결합

DB 팀

개발
운영

DB 계층

개발
운영

서비스 #2

약한 결합

요건

애플리케이션
계층

서비스 #1

개발
운영

약한 결합

강한 결합

애플리케이션
서버 팀

IT 시스템
구조

약한 결합

요건 #3 구현

서비스 #3팀

개발
운영

서비스 #3

UI 전문가

DB 전문가

애플리케이션 서버 프로그램

강한 결합

애플리케이션 서버 전문가

UI 페이지와 프로그램

DB 접속 프로그램

약한 결합

그림 2.20 콘웨이의 법칙 적용

아키텍처 스타일로 마이크로서비스와 궁합이 좋은 개발 프로세스는 애자일이다. 운영
도 하면서 최종 사용자의 피드백이 있을 때마다 개발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조금씩
그리고 적시에 애플리케이션 릴리스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팀은 일회성으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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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품처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 모두를 책임져

1

야 한다(그림 2.18의 [3]).

2.5.3 개발 환경과 영구 데이터 저장소의 거버넌스
IT 시스템 개발/운영 현장에서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용어는 물론이고 소프트
웨어 제품 종류나 버전, 프로그래밍 언어 등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을 가능한
한 통일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존에는 일반적이라고 여겨졌던 표준화 방침과 달리, 마이크로서비스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데이터베이스를 각 개발/운영팀이 선정하게 한다(그림 2.18의 [5]와
[6]). 따라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각 서비스의 개발/운영에 적합한 선택이라면, 서비스

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서비스에선
자바로 구현하고 관계형 DB를 사용하지만, 어떤 서비스에서는 파이썬으로 구현하고

NoSQL DB를 사용하는 것이 마이크로서비스에서는 허용된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마이크로서비스의 서비스 구축과 개발/운영 체제 때문이
다.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담당하는 서비스지만, 독립된 프로세스나 컨테이너상에서
실행된다. 그리고 각 서비스는 개별 팀에 의해 개발/운영된다. 즉, 각 팀과 각 서비스가
독립된 프로젝트나 애플리케이션처럼 움직이므로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해도 기술 및 운영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서
비스에서는 개발 환경과 영구 데이터 저장소는 프로젝트에 의한 중앙 집권이 아니라 각
팀에 의한 분산 통치가 허용되는 것이다.

2.5.4 인프라 환경 고려 사항
마이크로서비스에서는 인프라 환경 구축, 소프트웨어 컴파일, 빌드, 테스트, 배포 자동
화 등의 CD를 권장한다(그림 2.18의 [7]). 자동화는 개발 릴리스 및 운영의 속도를 높이
며, 운영 실수를 줄인다. 또한, 테스트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실시해서 시스템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2.5 마이크로서비스의 특징

39

IT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마이크로서비스에서는 장애 발
생을 전제로 한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그림 2.18의 [8]). 각 서비스가 로그 및 트레이스
(trace)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버 및 네트워크의 메트릭스(metrics)를 감시해

서 적시에 장애를 감지하고 대응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2.6

마이크로서비스의 개발/운영 흐름

마이크로서비스의 개발/운영 흐름은 다른 아키텍처 스타일과 거의 같다. 도메인 분석
(IT 시스템 개발 대상인 비즈니스 영역 분석과 요건 추출)과 설계를 통해 개발하고 시스템을

릴리스한 후 운영한다.12 단,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지금 설명한 개발/운영 흐름
을 반복하게 된다(그림 2.21). 즉, 미리 대상 도메인을 분할해서 첫 이터레이션(iteration,
개발 반복 단계)에서는 도메인 분할된 A라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이터레이션에

서는 B라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발과 릴리스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도메인 분석/설계

개발

단계

비즈니스 요건 추출
도메인 모델 설계

코딩
빌드
테스트
릴리스
배포

운영
애플리케이션 감시
인프라 감시
로그 운영
이벤트 통합 관리

반복

역할
도메인
전문가

IT
아키텍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어

그림 2.21 마이크로서비스의 개발/운영 흐름

각 단계를 책임지는 담당자도 애자일 개발의 영향을 받고 있다. 도메인 분석/설계에는

IT 아키텍트에 추가로 도메인 전문가(비즈니스 전문가)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도메
인 분석은 비즈니스 상세 정보가 필요하므로 비즈니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발
은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담당하고, 운영은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어가 맡는

12

40

옮긴이

여기서 도메인은 특정 비즈니스 영역 또는 분야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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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이트 안전성 엔지니어란, 구글이 제창한 SRE(Site Reliability Engineering, 사이트 안정
성 엔지니어링)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1

IT 시스템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이다. SRE란, 기존

사람이 수작업으로 실시하던 운영 작업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기법으로 사이트 안
정성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13

2.7

마이크로서비스의 적용 기준

마이크로서비스는 만능 도구가 아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적용에 맞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마틴 파울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마이크로서비스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마이크로서비스 프리미엄이라
고 부르고 있다(그림 2.22). 프리미엄(premium)에는 ‘고급’이라는 의미 외에도 ‘비싸다’는
부정적인 뜻도 있다. 마이크로서비스 프리미엄을 의역하자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마
이크로서비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생산성

마이크로서비스의 생산성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모노리스가 효율적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
적용 가치가 있음

모노리스의 생산성
복잡도

그림 2.22 마이크서비스 프리미엄

13

옮긴이 옮긴이는 현재 아키텍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어도 겸하고 있으면서 주로 클라우드 시스템
의 구성이나 설정 등을 변경하거나 자동 배포 등을 관리한다. 이처럼 프로젝트 규모가 크지 않으면 사이트 안정성 엔지
니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아키텍트가 관리한다.

2.7 마이크로서비스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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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서비스를 적용하려면 기존과 다른 조직 체제와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 실천,
도메인 분석과 서비스 모델링, 인프라 구축의 자동화, 분산 시스템 환경 운영 및 감시,
분산 배치된 데이터베이스의 동기화 등 큰 도전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디자
이너와 프로그래머 두 명이 2주 간격으로 개발 및 릴리스할 수 있는 단순한 소규모 시
스템에 마이크로서비스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해보자. 마이크로서비스 준비에 시간이
추가로 들며, 2주였던 기간이 두 배 이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마이크로서비스 적용은
분명한 과잉 대응이다. 마이크로서비스 적용이 비싸 값을 치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의 단순한 시스템에는 마이크로서비스가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마이
크로서비스는 어떤 시스템에 적합한 것일까?
그 답은 바로 대규모이면서 복잡한 시스템이다. 대규모 비즈니스 도메인의 디지털화,

100명 규모의 대규모 개발팀, 여러 시스템의 통합 등 대규모 시스템 개발을 규칙을 정
해서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라면 대상 영역(도메인)
을 분할하고, 각각을 독립적으로 개발/운영하는 마이크로서비스가 적합하다.
‘이것은 소규모 시스템이므로 마이크로서비스로 만들어보자’라고 발언하는 경우를 심
심찮게 듣는다. 마이크로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팀이 교육 차원에서 소규모 시스템 개
발에 마이크로서비스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테스트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프로덕션 시
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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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배포 모델 동향
2010년대 인프라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폭넓은 기술을 갖춘 ‘풀스택 엔지니어
(fullstack engineer)’가 IT 엔지니어의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서 젊은 엔지니
어들이 목표로 삼곤 했다. 매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
고, 여러 기술에 정통해서 의지하고 싶은 엔지니어로 흠잡을 곳 없는 이상적인 롤모델
이지만, 그런 인재가 되려면 많은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편, 클라우드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 현장에서는 풀스택 엔지니어 같은 역할을 요구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데브옵스 실천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판단, 조
작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애플리케이션 운영 플랫폼(도커 등)이 배포되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것이 순서다. 즉,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담당하는 소프트웨
어 엔지니어도 어느 정도 인프라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의 마지막 장으로 마이크로서비스
를 적용한 시스템이 운영될 클라우드 플랫폼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8.1

클라우드 배포 모델

‘클라우드’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떠올릴 것이다. 또는 프라이빗 클
라우드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차이
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에 있다.81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하는 클라우드 배포 모델82이다. 반면 자사 전용처럼 단일 사용자에게만 클라우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라고한다. 또 커뮤니티 클라우드
(community cloud)란 것도 있는데, 이는 특정 사용자 그룹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유하

는 모델이다.
각 클라우드 배포 모델의 배포 위치는 상관없다. 오해하기 쉽지만, 오프프레미스(offpremise) 83 데이터 센터에 배포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단일 이용자로 제한돼 있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다.

8.1.1 이용 형태의 다양화
클라우드 배포 모델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커뮤니티 클라우드 등의
세 가지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의 배포 모델을 조합해서 사용
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
에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라는 형태도 있다.

81

214

ISO/IEC 17788:2014 Information technology-Cloud computing-Overview and vocabulary(https://www.iso.org/
standard/60544.html)

82

클라우드 배포 모델이란, 컴퓨팅 리소스를 누구와 어떤 식으로 공유하는지 정의한 것이다.

83

자사 내에 하드웨어나 시스템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온프레미스’의 반대 개념으로, 타사나 원거리에 설치돼 있는 하드웨
어나 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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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발전과 함께 클라우드 플랫폼 이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1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설명할 분산 클라우
드(distributed cloud) 또는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등의 아키텍처도 있어서, 지금까지

주류였던 퍼블릭 클라우드에 의한 단일 클라우드 배포 모델에서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 절부터는 클라우드 배포 모델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8.2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는 서로 다른 클라우드 배포 모델을 조합해서 사용하

는 형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과 퍼블
릭 클라우드 환경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각 클라우드 환경을 가능한 한 끊김 없이 연결하므로 기업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
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패턴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
는 오래된 자원이나 데이터를 API에 의해 퍼블릭 클라우드 측에 공개해서 활용하는 패
턴이다.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 전용선을 연결해서 유연한 시스
템 배치 및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패턴도 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서로 다른 배포 모델을 연계하므로 가용성
이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높은 결합도를 요구하거나 일관된 아키텍처를
필요로 한다.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성숙도, 보안, 컴플라이언스, 업계의 규제, 비용 등
을 고려해서 기존 IT 자산인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적절한 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8.2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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