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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_ 마드후수단 콘다

마드후수단 콘다Madhusudhan Konda는 자바 전문 컨설턴트로, 주로 투자 은행과 금융 

기관에서 근무했다. 엔터프라이즈와 코어core 자바 분야에서 약 12년간 일했으며 

분산, 멀티스레드, N-티어 스케일러블N-Tier Scalable과 같은 확장 아키텍처가 관심 

분야다. 또한 금융 관련 고빈도high-frequency와 저지연low-latency 애플리케이션 아키

텍처를 설계한 경험도 있다. 집필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으며 멘토링에도 관심이 

많다.

옮긴이_ 송지연

지엔텔, 노키아 지멘스 네트웍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WCDMA, LTE 분야의 

통신 기술 엔지니어. 취미로 팀을 이루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한동안 푹 

빠져 있기도 했다. 현재는 주전공인 SW 개발 분야로 돌아와 오라클 자바 개발 팀

에서 근무 중이다.



새로운 기술을 소개할 때 적절한 깊이와 수준을 가늠하여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책은 세부적인 기술에만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집중하게 만들어

버릴 위험도 있는데, 이러한 책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대개는 지루하기까

지 합니다. 또한 어떤 책은 너무 추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으며 이론 설명에만 급급

해 지루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내용을 얻고자 하는 독자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책이란 사진 인화를 위한 암실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가정해 새로

운 기술을 대하는 책입니다. 즉, 독자의 손을 잡고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개념을 

소개하고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 미리 바로 잡아줍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핵심 노트』는 이러한 의미에서는 최고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API에 대한 개념과 설계 부분을 소개하면서 독자가 다음 주제를 자

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게끔 유도함으로써 머릿속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

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스템의 통합 과정을 처음 다루는 경우, 특히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처음 

다루는 경우라면 이 책의 저자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핵심 노트』라는 읽기 쉬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을 불빛으로 인도해줄 것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이해하

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Spring Integration project page와 포럼에서 

더 자세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시 롱Josh Long

추천사

http://www.springsource.org/spring-integration
http://forum.springsource.org/


메시징은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2000년 초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를 처음 시

작했을 때, 필자는 엔터프라이즈 메시징이라는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엔터프라이즈 메시징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으며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긴 합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

양한 메시징 제품이 각각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책에서 

다룰 JMS와 JCA의 스펙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감을 잡고 나면 사실 매우 편리합니다.

다른 시스템이나 모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통합 과정은 항상 필요하

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다른 시스템과 통합하는 과정이 어떤 엔터프라이

즈 개발자들에게든 매우 어렵게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필자는 메시징 프

레임워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복잡한 이론과 기술적인 산출물에 낙담했던 많

은 개발자와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서로 다른 시스템과의 작

업 시에 있을 수 있는 번거로움을 덜어줄만한 통합 프레임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실

제 스프링 팀에서는 이 통합 프레임워크를 생성하여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완성하

면서 메시징과 관련된 복잡한 요소를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렇기에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어떠한 엔터프라이즈나 독립형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실제 프로젝트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지식과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자 서문



이 책의 집필 목적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하며, 

군더더기 없는 예제 기반의 책을 여러분께 선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재밌고 읽기 

쉽도록 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모두 달성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피드백이 있을 경우 저에게 연락해 주십

시오. 제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핵심 노트』의 집필을 즐겁게 진행한 만큼 여러분

도 이 책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필자를 믿어주고 방향을 잃었을 때 바로잡아준 편집자 마이크 루키디스Mike 

Loukides와 매건 블랜새트Meghan Blanchette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일

리 팀의 모두, 특히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도움을 준 레이첼 스틸리Rachel Steely와 에

드 스텝슨Ed Stephenson, 댄 포스미스Dan Fauxsmith, 마리아 스톨런Maria Stallone, 롭 로마

노Rob Romano, 카렌 몽고메리Karen Montgomery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

익한 통찰력으로 리뷰와 지도를 해주어 도움을 준 조시 롱Josh Long, 그렉 턴퀴스트

Greg Turnquist, 산드로 맨쿠소Sandro Mancuso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많이 인내하고 협조해준 사랑하는 아내 제네티Jeannette와 

필자와 보낼 여가 시간에 책을 쓸 수 있게 이해하고 허락해준 멋진 5살배기 아들 

조슈아Joshua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제 아들은 표지 사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와 사랑을 보내준 인도의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리며!

마드후수단 콘다Madhusudhan Konda

www.madhusudhan.com

On Twitter @mkonda007

https://twitter.com/mkonda007


스프링은 세상에 선을 보인 이후 자바에 기반을 둔 웹 개발 프레임워크로 큰 인기

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책은 스프링의 개념을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분량 또한 

많지 않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으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바 엔터프라이즈 개발을 고려하거나 개발이 필요하다면 스프링은 이제 반드시 

익혀야 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유로 거부

감이 든다면 이 책을 통해 일단 스프링의 기본을 습득해보는 일도 좋을 것이라 생

각합니다. 이 책은 이제 개발에 발을 막 내디딘 초보 개발자들도 이해하기 쉬울 정

도로 많은 예제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전체 

내용보다는 기본 개념을 설명하므로 모든 독자가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스프링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자체로도 훌륭한 기술이지만 다른 표준 기술, 예를 

들어 하이버네이트나 JDO, JPA 등도 지원한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도 더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면 이미 출간되어 있는 『스프링 핵심 노트』 (한빛미디어, 2013)나 앞으로 출간할 

『스프링 데이터 핵심 노트』 (한빛미디어, 미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

다.

개인적으로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스프링, 하이버네이트 등에 대한 자료와 API를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려는 

순간에 새로운 자극제를 얻을 수 있었으며 예전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하면서 

역자 서문



가졌던 열정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책이 완성되어 세상에 나올 때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책을 번

역할 기회를 만들어준 오빠에게 감사하며, 함께 작업하면서 많은 도움을 준 한빛미

디어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역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여러 번 귀찮게 

했던 삼성 SDS 정혜미 선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제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번역을 마치며

역자 송지연



대상 독자 및 시리즈 도서 구성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이 책은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의 대세로 자리를 잡아 가는 스프링

의 핵심 개념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자바와 XML의 기본을 알고 있으며 스프링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권의 시리즈로 기획되었

으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스프링 핵심 노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본과 핵심 개념을 다룹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소개하고 스프링의 근간이 되는 빈과 컨테이너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에는 스프링 

JMS와 JDBC, 하이버네이트 등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핵심 노트』

『스프링 핵심 노트』 혹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입문서를 읽어본 독자들이 기업용 애

플리케이션 통합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ion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엮어진 책입

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립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핵심 노트』

JDBC, 하이버네이트, JPA, JDO 등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데이

터 처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심도 깊

게 이해함으로써 자바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예제 파일

●  스프링 프레임워크 공식 사이트

:  http://www.springsource.org/spring-framework 

●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 공식 사이트

:  http://www.springsource.org/spring-integration

● 예제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  http://examples.oreilly.com/0636920022671/

http://www.springsource.org/spring-framework
http://www.springsource.org/spring-integration
http://examples.oreilly.com/063692002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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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eBook 리얼타임은 IT 개발자를 위한 eBook 입니다.

요즘 IT 업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기술이 나타나고 사라져 갑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조금이나마 정리된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잘 정리되어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

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이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

이책을 그대로 옮긴 전자책도 많습니다. 전자책에는 전자책에 적합한 콘텐츠와 전자책

의 특성을 살린 형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빛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개발자를 위한 리얼타임 전자책은 이렇습니다.

1.  eBook Only -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잘 정리된 도서(종이책)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조금은 거칠지만 100페이지 내외의 전자책 전용으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독자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신이 먼저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펴내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엄두를 못 내시는 선배, 전문가, 고수분에게는 보다 쉽게 

집필하실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O'Reilly의 전자책 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전자책 전용 서비스입니다. 

  종이책으로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이 일정한 분량 이상으로 

집필되고 정리되어 나오는 동안 기술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출간된 이후에도 

버전 업을 통해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있거나, 저자(역자)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보완되고 

발전된 노하우가 정리되면 구매하신 분께 무료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3.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DRM-Free로 제공합니다. 

  구매한 전자책을 다양한 IT기기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DRM-Free PDF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한빛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전자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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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입니다. 

4. 전자책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와 디자인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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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최적화하여 쾌적한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링크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글자 크기나 행간, 여백 등을 전자책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자책에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없거나 타인의 소유권한을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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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전자책은 인쇄, 검색, 복사하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은 오탈자 교정이나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뤄지면 업데이트 관련 공지를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구매하신 전자책의 수정본은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독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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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기본

1.1  소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애플리케이션끼리의 통신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며 특히 

서로 다른 시스템이 혼합된 경우에는 더욱 복잡하다. 그렇기에 낮은 비용으로 높은 

생산성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속해서 찾게 되었

고, 지난 몇 년간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통신에 메시징messaging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메시징 솔루션을 구현하는 일은 지난 몇 년간 점점 간단해졌지만 엔터프라이즈 애

플리케이션 통합 과정의 복잡함은 여전히 매우 큰 장애물이다. 이러한 통합과 관련

된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으며, 그중 하나가 스

프링 개발자들이 만든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미 

잘 알려진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통합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EAI 패턴을 

사용하며 꽤 잘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로 애플리케이션 내부/외부 사이의 메시징을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1장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통합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가 대응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먼

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견고한 메시징 솔

루션을 생성하는 데 있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

석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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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애플리케이션 통합 전략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라면 아마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설정 값을 읽거나, 데이터베

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외부 클라이언트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발

행하고 매일의 스냅샷을 FTP에 저장하는 등의 반복 작업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접해보거나 직접 만든 적이 있을 것이다. 이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애

플리케이션은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FTP 등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

과 통신을 한다. 어쩌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러한 외부 시스템과 애플리케이

션을 통합하기 위한 어댑터를 이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해봤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일은 매우 빈번

한 작업이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통합 작업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기 

전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기 위해 공통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전략이 있었다. 

자주 사용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공용 파일 시스템: 두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공통 파일 시스템을 공유한

다. 즉,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파일 시스템에 무언가를 쓰는 동안 다른 애플리

케이션은 파일 시스템을 폴링polling하여 해당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송신자와 수신자는 분리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잘 동작하지만 파

일 시스템의 성능, 안정성, 종속성에 관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  단일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공유

한다. 즉, 어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은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른 애플

리케이션은 같은 테이블에서 값을 읽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직 전

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단일화된 스키마를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단점이 있다.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네트워크 지연이나 락Lock 경

합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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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징: 이 방법은 송신자-수신자 간의 분리decoupling를 장려하며 이를 지원한

다. 송신자 애플리케이션은 메시징의 중개자에게 데이터를 동봉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다. 또한 소비자(수신자)는 메시지를 수신

하는 대로 이를 사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메시징에서 중개자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장점 중 하나는 앞서 밝힌 것처럼 송신자와 수신자가 완전

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단 채널에 도착하기 전에 메시지의 정보를 

추가, 변환, 라우팅, 필터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지금부터는 메시징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가 

완벽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2.1  메시징 패턴

보통 일상 생활에 공통 해결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듯이 메시징 도메

인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몇 가지 공통 솔루션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패턴’이라고 말한다.

지난 몇십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공식적인 패턴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괜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솔루션을 생성하는 일이 가능해졌

다. 예를 들면 송신자와 수신자를 분리하기 위해 송신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자

는 메시지를 받는 솔루션인 메시지 패턴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각 수

신자와 송신자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메시징 시스템은 메

시지나 채널, 변환기 등과 작업하는 몇 가지 빌딩 블록을 가지는데 이들을 패턴이

라고 하며 이는 1장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겠다.

먼저 파이프와 필터pipes and filters 패턴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기 위해 이 패턴을 보

여주는 매우 간단한 예제(유닉스 파이프라인pipeline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마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은 이 명령어가 이미 익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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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되는 파이프 명령어는 여러 개의 유닉스 명령어를 결합하여 복잡한 작

업을 실행할 때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just-springtitles.txt라는 파일에 ‘Just 

Spring’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들어갔는지 찾아보려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면 

된다. 단순해 보여도 이 예제는 파이프와 필터 아키텍처의 강력함을 잘 보여준다.

mkonda$ cat just-spring-titles.txt | grep "Just Spring" | wc -l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위 명령어는 세 개의 엔드포인트와 두 개의 채널로 이루

어져 있다. 즉 cat, grep, wc는 엔드포인트이며 파이프(|)는 각각 채널로써 동작한

다. cat 명령어는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지만 이를 스크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파

이프를 사용해서 grep 명령어로 보내도록 한다. grep 명령어는 이 파일 내용을 가

지고 ‘Just Spring’이라는 문자열을 찾게 되고 결과값을 다른 명령어(이 경우에는 

wc)로 보낸다. 그 후 wc 명령어는 ‘Just Spring’이 포함된 라인 수를 스크린에 출

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세 개의 명령어가 서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세 개의 명

령어는 그저 메시지를 받아 발행하는 데만 집중하는 작은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서로의 API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JMS나 다른 

분산 컴퓨팅 기술에 익숙하다면 아마 엔터프라이즈 메시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엔터프

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며,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할 때 적정한 서비스

를 호출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서비스를 노출해야 한다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호

스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프로세스(JVM 하나) 위에서 동작하는 독립형 프로그램에 메시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독립형 프로그램에서 애플

리케이션 내/외부 사이의 메시징을 다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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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패턴에 대

해 알게 되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기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스

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그레고르 호페Gregor Hohpe와 바비 울프Bobby Woolf

가 쓴 『엔터프라이즈 통합 패턴Enterprise Integration Pattern』01에서 언급된 패턴을 구현

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자세히 이해

하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1.2.2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모델

외부 시스템(이 예제에서는 파일)에서 금융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로드하는 애플

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거래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거래 유형에 따라 분리되어야 한다(생성, 취소, 수정 등).

● 거래가 적절히 처리되어 저장된다.

● 거래 내역이 저장되는 즉시 auditor(감사자) 도구에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위 조건들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으로 다음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한 개의 컴포넌트 안에 구현된다.

// 슈도 코드

public class TradesLoader {

  private List<Trade> trades = null;

  ....

  public void start() {

    trades = loadTrades(tradesFile);

    (for Trade t: trades) {

      processTrade(t);

01　『Enterprise Integration Patterns: Designing, Building, and Deploying Messaging Solutions』

    　(Addison-Wesley Profession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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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istTrades(t);

      auditNotify(t);

    }

  }

  public void processTrades(Trade trade) {

    if (t.getStatus().equalsIgnoreCase("new")) {

      processNewTrade();

    } else if (t.getStatus().equalsIgnoreCase("ammend")) {

      processAmmendTrade();

    } else {

      processOtherTrade();

    }

  }

  public void loadTrades(File fromFile) { .. }

  public void persistTrades(Trade trade) { .. }

  public void auditNotify(Trade trade) { ..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new TradesLoader().start();

  }

}

loadTrades 메서드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 그 내용을 List 타입으로 변환

하는 메서드며 Trade 클래스의 인스턴스 각각은 위 코드의 processTrades, 

persistTrades, auditNotify 메서드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델의 단점은 프로세스가 순차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

는 그림 1-1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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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순차 처리

물론 이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해도 아무런 해가 없지만 이를 사용할 경우 컴포넌

트가 비즈니스 워크플로에 매우 강하게 결합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거래 

규모가 클 경우에 알림을 보낸다든지 거래 패턴을 수집하는 작업을 생성한다든지 

하는 다른 워크플로를 추가하려고 하면 수많은 if-else문을 작성하기 위해 키보드

에 불이 날지도 모른다.

또한 위 예제에서 TradesLoader 클래스가 거래 내역을 불러오는 단순한 작

업 이외에도 매우 많은 작업을 한다는 것을 눈치챘는가? 이러한 짐을 줄이려면 

TradesLoader 클래스가 단지 거래 내역을 불러오는 작업만 하도록 리팩토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TradesLoader 클래스는 로딩이 완료되는 순간 역할을 종료

하도록 다른 프로세스들과 분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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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TradesLoader 클래스를 오랜 시간 동안 개발했던 여러 개발 시나리오에 적

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징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예제에서는 TradesLoader 클래스가 거래 내역을 가지고 와서 종료하기 전에 

내부 데이터 구조(큐)에 거래 내역을 발행할 것이다. 이후에 관련된 컴포넌트인 

TradeProcessor, TradePersistor, TradeNotifier 메서드가 워크플로를 따라 각

자의 작업을 실행할 것이고 이 클래스들은 각각의 처리 속도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

기 때문에 연속적인 프로세스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1.3  독립형 메시징 모델

이전에 언급했듯이 TradesLoader 클래스는 파일에서 거래 내역을 로딩하는 작업

만을 하도록 리팩토링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 TradesLoader 클래스는 버킷과 같은 데이터 홀딩 구조

에 거래 내역을 발행해야 한다. 메시징의 측면에서 이를 목적지destination나 채널

channel이라고 한다. 이 외의 다른 컴포넌트 클래스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채널에서 

거래 내역을 가져가야만 한다.

아직 모든 엔터프라이즈 메시징 솔루션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하자. 사실 

독립형 메시징 모델을 설명하려면 인프라의 모든 스택을 소개해야 하며 전혀 다른 

프로그래밍 모델로 접근하는 것인 만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 독립형 메시징 모델을 사용한 프로세스를 묘사하는 그림 1-2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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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독립형 메시징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독립형 방식의 메시징 솔루션에 있어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만약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이미 익숙해 있거나 현

재 프로젝트에서 이미 스프링을 사용한다면 이 프레임워크를 새로 배우는 일이 어

렵지 않을 것이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스프링의 핵심 부분을 확장한 것으로, 의존성 

주입이나 비결합성, 시험 용이성 등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장점을 이미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메시징 솔루션을 호스팅하는 애플리케이션 서

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즉, 메시징 기술을 도입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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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스프링 인티그레

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4  요약

1장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통합의 기본에 대해서 살짝만 알아보았다. 먼저 메시징 

전략 패턴을 소개했으며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파

이프와 필터 패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하였다. 또한 독립형 메시징 모델과는 다른 

순차 처리 프로그래밍 모델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으며 다음 장에서 프레임워크를 

심도 있게 다루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도 간략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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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초 개념

2.1  소개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메시지, 채널, 엔드포인트로 이루어진 기본 빌

딩 블록으로 구성되었다. 메시지는 데이터의 집합이고 채널은 이 메시지들을 가지

고 있는 주소며, 엔드포인트는 메시지를 발행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채널과 연결된 

컴포넌트다.

물론 다음 장에서부터 이러한 빌딩 블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지만 2장에서

도 살짝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2장에서는 세 가지 빌딩 블록 중 메시지 컴포넌트에 

대해 주로 이야기할 것이며, 다른 컴포넌트(채널과 엔드포인트 등)는 3장과 4장에

서 설명하겠다.

2.2  메시지

메시지는 두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객체다. 이는 보통 메시지 애

플리케이션의 생성자가 생성하며, 소비자/구독자가 소비하거나 해제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계정 정보나 거래 정보와 같은 (비즈니스) 데이터를 전달하는 객

체인 메시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자. 발행자/생성자는 이 객체를 생성한 후 채

널로 발행할 것이고 소비자/구독자는 같은 채널에 연결해서 이 메시지를 받을 것

이다. 이후에는 메시지로부터 도메인 객체가 다시 생성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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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메시지 분해

메시지는 페이로드payload와 헤더header 프로퍼티,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생일 축하 

카드가 우편함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보자. 봉투 안에 들어있는 카드가 바로 페이로

드라고 볼 수 있다. 즉, 페이로드란 이해 당사자가 처리해야만 하는 정보나 데이터

를 말하며 이를 처리하는 것이 페이로드 프로퍼티다.

이 외에도 축하 카드는 추가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이를테면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

람의 주소, 일반 배송인지 특급 배송인지, 혹은 ‘취급주의’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헤더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객체를 헤더 프로퍼티라고 한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에서 페이로드와 헤더 프로퍼티는 다음과 같은 

Message라는 인터페이스 안에서 동작한다.

public interface Message<T> {

  T getPayLoad();

  MessageHeaders getHeaders();

}

그림 2-1은 TradeMessage 클래스 내부의 구성 예를 보여준다.

그림 2-1 메시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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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Message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는 메시지의 페이로드로 평범한 자바 

객체Plain Old Java Object, POJO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JMS에 대

해 익숙하다면 말이다) 페이로드가 되는 객체는 반드시 직렬화되어야 한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해제되었는데 이를 위해 메

시지 헤더를 위한 MessageHeaders 클래스는 Serializable라는 인터페이스로 구

현해야 한다.

public final class MessageHeaders

  implements Map<String, Object>, Serializable { ... }

위 예제에서 메시지 헤더(MessageHeaders 클래스)는 문자열로 이루어진 프로퍼

티의 집합을 가졌으며 Account 클래스에서 사용할 이름, 주소, 최초 잔액 등과 같

은 자세한 계좌 정보는 페이로드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메시지 헤더는 어떤 채

널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지 어떤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하는지와 같은 이름-값 

형식의 프로퍼티로 구성된다.

2.2.2  일반 구현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Message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는 클래스인 

GenericMessage를 제공한다. GenericMessag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려

면 두 생성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는 페이로드 프로퍼티만 가지는 생

성자고 다른 하나는 페이로드와 헤더 프로퍼티를 모두 가지는 생성자다.

하지만 여러분은 GenericMessage 클래스 대신에 MessageBuilder라는 유틸리

티 클래스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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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로드 프로퍼티가 되는 객체 생성

Account a = new Account();

// 헤더 프로퍼티를 가지는 Map 생성

Map<String, Object> accountProperties

  = new HashMap<String, Object>();

// 헤더 프로퍼티 지정

accountProperties.put("ACCOUNT_EXPIRY", "NEVER");

// MessageBuilder 클래스를 사용해 메시지를 생성하고 헤더 프로퍼티 지정

Message<Account> m =

  MessageBuilder.withPayload(a)

  .copyHeaders(accountProperties)

  .build();

MessageBuilder 유틸리티 클래스는 메시지와 헤더를 생성하고 다루기 위해서 사

용하며 생성자 패턴의 하나인 builder 패턴01을 따른다.

2.3  메시지 채널

이전에 설명했듯이 메시지는 정보 데이터의 집합이며, 채널은 이 메시지가 전달되

어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메시지는 다른 누가 사용하기 전에 채널

이라고 부르는 이미 지정된 주소에 도착한다.

이러한 채널의 정보는 송신자, 수신자와 함께 인코딩될 것이다. 메시지 채널을 

보여주는 그림 2-2를 살펴보자.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채널은 

MessageChannel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된다.

01　필요한 객체를 직접 만들지 않고, 필수 매개변수를 생성자나 static factory 메서드에 넘겨서 객체를 만들고, 

부가적인 속성들은 그 뒤에 설정하는 방법이다. 최종적으로 build 메서드를 호출해서 불변 객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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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메시지 채널

2.3.1  채널 선언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채널을 생성할 수 있는 선언형 모델을 제공하

므로 자바 클래스를 사용하여 따로 채널을 인스턴스화할 필요가 없다.

채널을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쉽고 간단하다.

<beans

  xmlns:int="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integration"

  xsi:schemaLocation="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integration

    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integration/spring-integration

      -2.1.xsd"

  ...

>

  // 선언형으로 채널을 생성

  <int:channel id="newAccounts" />

</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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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널과 다른 메시징 컴포넌트를 integration XML 네임스페

이스에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XML 설정 파일이 위 네임스페이스를 포함하는지 확

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에서는 채널 선언을 위해 QueueChannel(큐 채

널), PriorityChannel(우선순위 채널), RendezvousChannel(랑데부 채널)과 같

은 몇 가지 구현 클래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이 클래스들은 채널 구현 부분이 약

간 다르지만 근본 원칙은 이들이 엔드포인트로 향하는 주소로써 동작한다는 것이

다. 채널에 대해서는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4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란 기본적으로 입력 채널에서 소비한 메시지를 출력 채널로 운반하는 

컴포넌트를 뜻한다. 단순히 입력 채널에서 메시지를 소비하고 출력 채널로 메시지

를 생성하는 것뿐이지만 비즈니스 로직을 통합 스펙과 결합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즉, 메시지 엔드포인트는 선언형으로 생성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변환기, 분배기, 필터, 라우터 등의 엔드포인트

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한 JMS나 FPT, JDBC, 트위터 등과 같은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혹은 어댑터)를 제공하기도 한다. 심지어 달에서 데이

터를 가져오는 어댑터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엔드포인트를 새로 생성하고 확장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엔드포인트

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미리 살펴보기 위해 서비스 액티베이터 엔드포인트를 선언

하는 다음 예제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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