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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정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 진심의 표현입니다. 용어 하나하나, 내용 

모두에 걸쳐 심사숙고하였으며, 실습용 프로젝트 코드의 작성 및 수정과 테스트를 병행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스프링 5와 스프링 부트 2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

러 핵심 기능을 알려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제가 긴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 작업했던 것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좋은 책인데 해외 사이트에서 원서의 독자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번역 작업을 진행하면서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힘이 들더라도 원서의 문제점이

나 미비한 부분을 해결하여 더욱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다음의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1.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원서에서는 많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클래스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클래스를 어느 패키지에 

두어야 하고 코드 작성 시에 추가로 필요하거나 연관된 것(예를 들어, 다른 모듈 등)이 있

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부연 설명이 없어서 독자의 입장에서 난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필요한 내용을 많이 보충하였습니다.

2. 기존 원서에 있는 대로 코드를 작성하면 프로젝트를 빌드하거나 실행할 때 에러가 생

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어 무척 짜증스럽고 피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드의 에러를 찾아 수정하고 책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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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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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빌드하는 데 필요한 다른 클래스 등이 원서에는 아예 누

락된 경우가 더러 있었고 이에 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드를 모두 파악

하여 추가하였습니다.

4. 6장부터는 한 프로젝트가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절차를 알아야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원

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예제 코드에 포함된 README.adoc 파일에 일부 설명이 있지

만, 이 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이 실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6장부

터는 각 장의 제일 뒤에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추가했습니다.

이처럼 원서의 많은 오류와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한 책입니다. 제가 들인 많은 시간과 노력

이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아낌없는 배려와 수고를 해주신 제이펍 출판사의 장성두 대표

님과 이종무 팀장님, 김수미 디자이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 옮긴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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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5년 이상을 스프링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책의 5판을 저술하게 되었다. 매번 스프

링의 새로운 면모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스프링 5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그중에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지원

이 눈에 띈다. 특히, 새로운 리액티브 웹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WebFlux가 그렇다. 스프링  

WebFlux는 스프링 MVC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가져와서 만들어졌지만, 스프링 MVC와 많은 

컴포넌트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같은 애노테이션을 공유한다. 따라서 개발자들이 더 쉬우면

서 확장성이 좋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제는 스프링 데이터Spring	Data	

에서도 리액티브하면서 블로킹이 없는 데이터 리퍼지터리를 생성할 수 있다.

스프링 5의 새로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기능에 추가하여 이제는 스프링 부트 2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화된 자동-구성을 지원하며, 새로운 면모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해서 실행 중

인 애플리케이션의 내부를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하나의 커다란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할하여 개발할 수 있

으며, 스프링 클라우드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를 쉽게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번 《스프링	인	액션(제5판)》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루고 있으므로 개발자들이 스프링의 새

로운 진면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스프링과 함께한 15년 이상의 기간은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다.

― 크레이그 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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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인	액션(제5판)》은 스프링의 핵심 기능을 알려준다.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지원되는 웹 

기반의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부터 시작한다. 그다음에 다른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서비스로 분할 및 개발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RESTful 사용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 방법도 배운다.

이 책은 스프링 입문자와 스프링 5로 레벨업하려는 기존 사용자 모두를 위해 집필하였으며, 

스프링의 여러 요소를 함께 사용하여 실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

한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5부 1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의 작성을 시작하면

서 스프링의 기초를 배운다.

•	 1장에서는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 및 스프링 프로젝트를 초기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한

다. 이때 책 전반에 걸쳐 기능을 확장할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

•	2장에서는 스프링 MVC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웹 계층 개발에 관해 배운다. 이때 

웹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와 웹 브라우저에 정보를 보여주는 뷰를 개발한다.

•	3장에서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을 배운다.

•	4장에서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해서 사용자를 인증하고 인가되지 않은 애플리케이

션의 접근을 막는 방법을 배운다.

이 책에 대하여

대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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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에서는 스프링 부트 구성 속성을 사용해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법

을 배운다. 또한,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선택적으로 구성을 적용하는 방법도 배운다.

2부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제를 다룬다.

•	6장에서는 스프링에서 REST API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2장에서 시작했던 

스프링 MVC를 더 폭넓게 다룰 것이다.

•	7장에서는 6장과는 반대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서 REST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8장에서는 JMSJava	Message	Service와 RabbitMQ 및 카프카Kafka를 사용해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비동기 통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

본다.

•	9장에서는 스프링 통합Spring	Integration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선언적declarative 애플리

케이션 통합 방법을 알아본다.

3부에서는 스프링의 리액티브 프로그래밍Reactive	Programming 지원에 관해 살펴본다.

•	10장에서는 프로젝트 리액터Project	Reactor를 사용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핵심을 알

아본다(프로젝트 리액터는 스프링 5의 리액티브 기능을 뒷받침하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라이브

러리다).

•	11장에서는 다시 REST API 개발로 돌아가서 스프링 WebFlux를 소개한다. 이것은 웹 

개발의 새로운 리액티브 모델을 제공하면서 스프링 MVC의 많은 것을 가져온 새로운 

웹 프레임워크다.

•	12장에서는 카산드라Cassandra와 몽고Mongo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

해 스프링 데이터로 리액티브 데이터 퍼시스턴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4부에서는 스프링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 개발을 소개하면서 단일 애플리케

이션을 마이크로서비스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13장에서는 서비스 발견discovery에 관해 자세히 살펴본다. 이때 스프링 기반의 마이크

로서비스를 등록하고 발견하기 위해 넷플릭스Netflix의 유레카Eureka 서비스 레지스트리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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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장에서는 구성 서버Config	Server를 사용해서 중앙 집중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구성 서버에서는 다수의 마이크로서비스가 구성을 공유할 

수 있다.

•	15장에서는 마이크로서비스를 보다 장애에 탄력적이 되도록 하는 서킷 브레이커 패턴

을 Hystrix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5부에서는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과 관리 및 배포 방법을 알아본다.

•	16장에서는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Actuator를 소개한다. 액추에이터는 실행 중인 스프

링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정보를 REST 엔드포인트와 JMX MBeans로 노출시키는 스프

링 부트의 확장 모듈이다.

•	17장에서는 스프링 부트 Admin을 사용해서 브라우저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인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액추에이터의 상위 계층에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18장에서는 스프링 빈을 JMX MBeans로 노출시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19장에서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스프링을 처음 접하는 개발자는 1장부터 시작해서 각 장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좋다. 반면에 

스프링을 다루어 본 경험자라면 관심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봐도 된다. 그렇지만 각 장의 프

로젝트는 이전 장의 것을 사용해서 점진적으로 개발되므로 전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코드 표기 및 예제 코드

이 책에서는 두 개 이상의 키보드 키를 누를 때 + 기호로 나타냈다. 예를 들어, Ctrl 키와 S 

키를 같이 누를 때는 Ctrl+S로 표기하였다. 또한, 단축키는 윈도우 키[맥 OS X 키]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예를 들면, Ctrl+S[Control+S]).

본문 속에 나타나는 키워드, 클래스, 메서드, 애노테이션은 고정폭 글꼴로 하여 알아보기 쉽

게 하였다. 그리고 코드 리스트에서 새로 추가해야 할 코드는 진한	글씨체로 표시하였으며, 삭

제할 코드는 글자 중앙에 삭제선으로 나타냈다. 또한, 본문에서 강조할 단어와 입력이나 마

우스 선택, 클릭 등의 이벤트 처리 시 해당하는 단어에도 진한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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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프로젝트 소스 예제 코드는 https://github.com/Jpub/SpringInAction5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원서 코드의 오류를 수정해서 여기에 수록했다). 각 장의 프로젝트 코드는 서브 디렉터리에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어, 1장은 Ch01).

유용한 온라인 리소스

•	스프링 웹 사이트는 https://spring.io/guides이며, 스프링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https://stackoverflow.com/questions/

tagged/spring에 방문하자.

이 책에 대하여 xxi



  송재욱(우아한형제들)

《스프링 인 액션》을 리뷰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즐거웠습니다. 5판이 나오기까지 거듭

된 개편으로 책의 품질도 향상됐습니다. 스프링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을 이루고 있지만, 

생태계를 함께 이해하고 접목했을 때 더욱 빛을 발휘하는 좋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가이드가 되는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신진규(JEI)

최근에 접해 본 스프링 관련 도서 중 가장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업무에 가까운 

예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스프링을 활

용하는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통해 원서보다 더 좋은 책이 되었습니다. 원서

의 경우 잦은 오탈자와 실행되지 않는 예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번역본에서는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양성모(현대오토에버)

2008년 이 책의 2판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처음 접하였습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5판이 출간되었네요. 이 책을 통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기능과 그동안 놓치

고 있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윤주환(쿠팡)

가끔 스프링을 쓰다 보면 제공하는 기능이 너무 방대해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아! 그때 이 기능을 사용했어야 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책을 읽는 다른 분에게도 좋은 가이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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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개념부터 실제 사용까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자세히 다룬 점이 좋

았습니다.

  이태환

이 책은 자바를 접해 본 분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책의 시작

부터 직관적이고 쉬운 설명을 통해 스프링의 다양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방대한 양이지만,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읽었습니다. 스프링 초

보자분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스프링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한 시대를 풍미한 자바 언어와 더불어 사실상의 개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프링 프레임

워크의 마지막 버전인 5와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링 서브 프로젝트를 소개

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새 메이저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출간된 역사가 깊은 책인데, 

자바 위주의 개발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이븐 대신 그래들도 써보고 자바 

대신 코틀린으로도 해보면 더 좋습니다.

  정욱재(스캐터랩)

국내의 스프링 바이블을 찾는다면 이 책이 좋은 후보가 될 것입니다. 최신 스프링 부트에 대

한 내용과 RESTful한 스프링 부트 작성법, 스프링 통합과 배포까지 정말 필요한 내용을 압

축해 담고 있습니다. 스프링을 처음 시작하는 분, 스프링을 다시 훑어보고 싶은 분 모두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정태일(삼성SDS)

스프링 프레임워크 입문서로 많은 개발자가 활용해 온 이 책은 스프링 기초를 시작으로 실

무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리액

티브 프로그래밍, 마이크로서비스를 위한 풍부한 설명과 코드가 포함되어 기술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본 지식을 제대로 익히고 저자의 경험이 녹아 있는 

예제를 통해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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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준성

저에게는 스프링의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참고해 볼 만한 실무서에 가

까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이 책을 보면 특히 더 좋을 것 같습

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할 때 개발과 프로덕션 설정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실제 프로덕션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친절히 알려주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황도영(NHN)

저자는 타코 클라우드라는 예제 프로젝트에 살을 붙여 가며 소개합니다. 스프링, 데이터, 보

안, 리액티브, MSA 등 방대한 범위를 담고 있어 웹 백엔드의 전반적인 기술 세트를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중급의 난이도이며, 단편적인 지식을 하나로 모으고 싶은 독자들에

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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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 기초

P A R T



1부에서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의 작성을 시작하면서 스프링의 기초를 배울 것이다.

1장에서는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그리고 최초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인 타코 클라우드(Taco Cloud)를 개발하면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초기 설정하는 방법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스프링 MVC를 자세히 알아보면서 웹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나타내는 방법과 입력을 처

리하고 검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뷰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방법도 알아본다. 3장에

서는 타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 퍼시스턴스(Persistence, 영속성)를 추가해 본다. 그리

고 이때 스프링의 JDBC 템플릿을 사용해서 스프링 데이터를 저장하는 JPA(Java Persistence API, 

자바 객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API) 리퍼지터리(repository)를 선언하고 데이터

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4장에서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의 보안(security)에 관해 알아본

다. 즉, 스프링 시큐리티의 자동-구성(auto-configuration), 커스텀 사용자 스토리지의 정의, 로그인 

페이지 커스터마이징, CSRF(Cross-Site Request Forgery) 공격1에 대한 보안 처리 등이다. 그리고  

1부를 마무리하는 5장에서는 구성 속성(configuration property)을 살펴볼 것이다. 즉, 자동-구성 

빈(bean)을 미세 조정하고, 구성 속성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며, 스프링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1  옮긴이  특정 사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로그인한 사용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

한 행위(데이터 수정, 삭제, 등록 등)를 하게 된다.

Foundational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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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배우는 내용

 ■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 핵심 사항

 ■ 스프링 프로젝트 생성하기

 ■ 스프링 개요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었음에도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말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의 진실을 나타내었다. 

오늘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은 1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다르며, 로드 존슨의 

《Expert	One-on-One	J2EE	Design	and	Development》(Wrox, 2002)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Spring	Framework가 최초로 소개되었던 15년 전과도 확실히 다르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웹 브

라우저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었다. 이런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여전히 유용하며 

스프링 또한 거기에 맞게 잘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

장하는 클라우드에 맞춰진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도 

관심이 높다. 그리고 더 큰 확장성과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reactive	

programming도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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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서비스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포함하는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의 관심사를 다루

기 위해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진화하였다. 또한, 스프링 부트Spring	Boot도 추가되어 스프링 

자체의 개발 모델이 간소화하였다. 

간단한 웹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마이크로서비스를 사용하는 최신의 애플리케이

션 중 어느 것을 개발하더라도 스프링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 이 장은 스프링을 사용한 최신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1.1 스프링이란?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시작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스프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자. 그

리고 이 장이 끝나기 전에 간단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한 가지를 작성할 것이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전체 기능 중 일부를 담당하는 많은 컴포넌트로 구

성되며, 각 컴포넌트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와 협력해서 작업을 처리한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는 각 컴포넌트가 어떻게든 생성되어야 하고 상호 간에 알 수 있어

야 한다. 

스프링은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Spring	application	context라는 컨테이너container를 제공하

는데,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을 생성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또는 빈bean들은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어 완전한 애플리케이

션을 만든다. 벽돌, 모르타르, 목재, 못, 배관, 배선이 함께 어우러져 집을 구성하는 것과 비

슷하다.

빈의 상호 연결은 의존성	주입Dependency	Injection,	DI이라고 알려진 패턴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즉,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서 의존(사용)하는 다른 빈의 생성과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대

신 별도의 개체(컨테이너)가 해주며, 이 개체에서는 모든 컴포넌트를 생성, 관리하고 해당 컴

포넌트를 필요로 하는 빈에 주입(연결)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생성자 인자 또는 속성의 접

근자 메서드를 통해 처리된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컴포넌트(빈) 중에 재고 수준을 알아내는 재고 서비스와 제

품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컴포넌트가 있다고 하자. 제품 서비스는 제품에 관한 완전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고 서비스에 의존한다. 그림 1.1에서는 이 두 가지 빈과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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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핵심 컨테이너 외에도 스프링과 관련 라이브러리에서는 웹 프레임워크, 다양한 데이터 저장 

옵션, 보안 프레임워크, 타 시스템과의 통합, 런타임 모니터링, 마이크로서비스 지원, 리액티

브 프로그래밍 모델, 그리고 최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많은 다른 기능을 제공한다. 

재고 서비스 제품 서비스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다른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도 스프링에 의해 관리된다.

주입(연결)

그림 1.1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의해	관리되고	상호	주입된다

지금까지의 스프링 버전에서는 컴포넌트 및 다른 컴포넌트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XML 파일을 사용해서 빈을 상호 연결하도록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다음 XML에서는 InventoryService 빈(재고 서비스)과 ProductService 빈(제

품 서비스)을 선언하며, 생성자 인자를 사용해서 InventoryService 빈을 ProductService 

빈에 연결한다. 

<bean id="inventoryService"
      class="com.example.InventoryService" />

<bean id="productService"
      class="com.example.ProductService" />
  <constructor-arg ref="inventoryService" />
</bean>

그러나 최신 버전의 스프링에서는 자바 기반의 구성configuration이 더 많이 사용된다. 다음의 

자바 기반 구성 클래스는 바로 앞의 XML 구성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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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public class ServiceConfiguration {
  @Bean
  public InventoryService inventoryService() {
    return new InventoryService();
  }
  @Bean
  public ProductService productService() {
    return new ProductService(inventoryService());
  }
}

여기서 @Configuration 애노테이션annotation
2은 이것이 각 빈을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

텍스트에 제공하는 구성 클래스라는 것을 스프링에게 알려준다. 구성 클래스의 메서드에는 

@Bean 애노테이션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각 메서드에서 반환되는 객체가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빈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각 빈의 ID가 해당 빈

을 정의하는 메서드의 이름과 동일하다). 

XML 기반 구성에 비해 자바 기반 구성은 더 강화된 타입 안전과 향상된 리팩토링refactoring 

기능을 포함해서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스프링은 자동으로 컴포넌트들을 구성할 

수 있는 자동-구성 기능이 있어서 별도의 XML 구성이나 자바 구성이 없어도 된다. 따라서 

자동-구성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필요하다. 

자동-구성은 자동	연결autowiring과 컴포넌트	검색component	scanning이라는 스프링 기법을 기

반으로 한다. 컴포넌트 검색을 사용하여 스프링은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의 classpath에 지

정된 컴포넌트를 찾은 후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빈으로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스프링은 자동 연결을 사용하여 의존 관계가 있는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다른 빈에 주입(연

결)한다. 

최근에는 스프링 부트Spring	Boot가 소개되면서 자동-구성 기능이 더욱 향상되었다. 스

프링 부트는 생산성 향상을 제공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확장이며, 향상된 자동-구성

autoconfiguration 기능에 의해 환경 변수인 classpath를 기준으로 어떤 컴포넌트가 구성되고 

연결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자동-구성을 보여주는 예제 코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왜냐

2  옮긴이  애노테이션은 클래스, 인터페이스, 함수, 매개변수, 속성, 생성자에 어떤 의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며, 자바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에 처리한다. 즉, 소스 코드에 추가된 애노테이션 자체는 바이트 코드로 생성되지 않고 주석으로 처리되지만, 그것이 갖

는 의미대로 컴파일러가 작업을 수행해 준다. 애노테이션은 @로 시작하는 이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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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자동-구성은 바람처럼 휙 지나간다. 따라서 자동-구성의 효과는 알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자동-구성의 한 예야!’라고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코드가 없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

하지 않아도 컴포넌트가 활성화되고 자동-구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자동-구

성의 매력이다.

스프링 부트의 자동-구성은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구성 코드(XML이나 

자바의 어떤 것이든)를 현격히 줄여준다. 실제로 이번 장의 스프링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완료

할 때까지 단 한 줄의 스프링 구성 코드만 작성하게 될 것이다!

스프링 부트 없이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프링 부트는 스

프링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향상시킨다.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가 일

심동체인 것처럼 간주한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스프링 부트를 많이 사용하고 별도의 구

성 파일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할 것이다. 또한, 스프링의 XML 구성은 이미 구식의 방법이

므로 자바 기반의 구성에 중점을 둘 것이다. 

서론은 이 정도로 접어두고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자. 지금부터는 스프링을 사용하는 최초 

애플리케이션의 작성을 시작할 것이다. 

1.2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초기 설정하기

이 책의 진도를 나가면서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음식인 타코taco
3를 주문하는 타코 클라

우드Taco	Cloud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 

및 다양한 관련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이다.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초기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애플리케이션의 프로

젝트 디렉터리 구조 생성과 빌드 명세의 정의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은 시간 낭비이며, 차라리 그 시간에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한 줄 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스프링 Initializr(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초기 

설정할 것이다.

스프링 Initializr는 REST API를 사용하는 브라우저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며, 우리가 원

3  옮긴이  타코는 멕시코의 전통 음식이며,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 반죽을 살짝 구워 만든 얇은 토르티아에 고기, 콩, 야채 등을 싸서 

먹는 음식이다. 이때 원하는 종류의 식자재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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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스프링 프로젝트의 구조를 생성해 준다. 스프링 Initializr를 사

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	https://start.spring.io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	명령행에서 curl 명령을 사용해서

•	명령행에서 스프링 부트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해서

•	Spring Tool Suite IDE를 사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	IntelliJ IDEA IDE를 사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	NetBeans IDE를 사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각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부록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번 장과 이 책 전체에서는 

필자가 선호하는 방법인 Spring Tool Suite의 스프링 Initializr 지원 기능을 사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이후로는 Spring Tool Suite를 줄여서 STS로 나타낼 것

이다). 

STS는 이클립스Eclipse를 기반으로 하는 스프링 IDE이며, 다른 IDE에는 없는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Spring	Boot	Dashboard 기능도 제공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STS 사용자가 아니라고 해도 좋다. 바로 다음에 설명하는 Initializr 사용 

방법을 이 책의 부록을 참조하여 여러분이 사용하는 IDE에 맞추면 된다. 그러나 때로는 이 

책에서 STS에 특화된 기능(예를 들어,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을 참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여러

분이 STS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각자 사용하는 IDE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2.1 STS를 사용해서 스프링 프로젝트 초기 설정하기

STS는 https://spring.io/tools에서 각자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한 후 설치할 수 있

다. 화면을 스크롤하면 제일 처음에 Spring Tools 4 for Eclipse가 보일 것이다. 각자 운영체

제에 적합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자. 예를 들어, 윈도우 버전의 경우는 zip 

또는 jar 파일로 다운로드된다(STS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zip의 경우는 압축을 풀면 되

며, jar의 경우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설치할 디렉터리로 이동한 후 ‘java -jar 다운로드

파일-경로-이름’을 실행하면 된다.

그다음에 sts-4.6.0.RELEASE 서브 디렉터리(4.6.0은 버전과 릴리즈 번호이며, 달라질 수 있다) 아

래에 있는 SpringToolSuite4.exe를 실행하면 된다. STS가 실행되면 작업 영역workspace의 위

치를 설정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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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작업	영역	위치	설정	대화상자

Browse…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디렉터리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Use	this	as	the	

default	and	do	not	ask	again’을 체크하면 STS를 다시 실행할 때 이 대화상자를 보여주지 않

으며, 이전에 지정된 홈 디렉터리가 프로젝트 저장 위치로 사용된다. Launch 버튼을 클릭하

면 STS의 화면이 나타난다.

새로운 스프링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 메뉴의 File		New		Spring	Starter	Project를 선

택하자(그림 1.3).

그림 1.3	 	STS의	Initializr를	사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하기

Spring	Starter	Project를 선택하면 그림 1.4의 새 프로젝트 위저드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여

기서는 프로젝트 이름과 개요 및 기타 필수 프로젝트 정보를 지정한다. 이 대화상자의 대부

분 필드는 메이븐 빌드 명세를 정의한 pom.xml 파일의 항목이 되며, 이 파일은 프로젝트 초

기 설정이 끝나면 자동 생성된다. 우리의 타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그림 1.4와 

같이 각 필드를 입력 또는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Service URL은 스프링 Initializr 서비스가 

있는 위치를 나타내며, 기본으로 지정된 스프링 사이트의 것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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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타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젝트	정보	지정하기

그림 1.4의 Packaging에서는 WARWeb	application	ARchive가 아닌 실행 가능 JARJava	ARchive 

파일을 선택하였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이것은 가장 특이한 선택 중 하나일 것이다. 

기존의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은 WAR 파일로 패키징되며, JAR 파일은 라이브러리와 데스크

톱 UI 애플리케이션의 패키징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JAR 패키징은 클라우드를 염두에 둔 선택이다. WAR 파일은 기존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서

버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는 적합하지만, 대부분의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잘 맞지 않는

다. 일부 클라우드 플랫폼(예를 들어, Cloud Foundry)에서는 WAR 파일을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자바 클라우드 플랫폼은 실행 가능한 JAR 파일을 사용한다. 따라서 스프

링 Initializr에서는 JAR 패키징을 기본값으로 사용한다.

만일 기존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자 한다면 WAR 패키

징을 선택하고 웹 초기 설정 클래스를 포함시켜야 한다. WAR 파일의 더 자세한 내용은 2장

에서 알아볼 것이다.

그림 1.5의 그다음 대화상자에서는 우리 프로젝트에 추가할 의존성dependency을 지정할 수 

있다(의존성에는 우리 프로젝트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 모듈을 지정하며, 여러 

컴포넌트 클래스가 포함된 jar 파일이 주로 사용된다). 제일 위의 드롭다운에서는 우리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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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배우는 내용

 ■ 자동-구성되는 빈 조정하기

 ■ 구성 속성을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 적용하기

 ■ 스프링 프로파일 사용하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는가? 작고 평평하며 네모난 금속판과 유리로 만든 아이

폰은 그 당시 전화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통신 방법에 관한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현대의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고 있다. 터치 가능한 스마트폰은 이전 세대의 

플립폰보다 여러 면에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능도 더 좋다. 그러나 아이폰이 처음 나

왔을 때는 과연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여러 면에서 스프링 부트의 자동-구성autoconfiguration도 이와 유사하다. 자동-구성은 스프

링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굉장히 단순화해 준다. 그러나 스프링 XML 구성으로 속성 값을 설

정하던 지난 10년간은 명시적으로 빈을 구성하지 않고는 속성을 설정하는 마땅한 방법이 없

었다.  

다행스럽게도 스프링 부트는 구성 속성configuration	property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스

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구성 속성은 빈의 속성이다. 그리고 JVM 시스템 속성, 명

령행 인자, 환경 변수 등의 여러 가지 원천 속성 중에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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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타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구성 

속성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것이다. 구성 속성을 알아 두면 이후의 진도를 나가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세부 조정하기 위해 구

성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5.1 자동-구성 세부 조정하기

구성 속성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스프링에는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서로 다르면서도 

관련이 있는 구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	빈	연결Bean	wiring: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빈으로 생성되는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및 상호 간에 주입되는 방법을 선언하는 구성

•	속성	주입Property	 injection: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빈의 속성 값을 설정하

는 구성

이 두 가지 구성은 스프링의 XML 구성과 자바 기반 구성 모두에서 종종 같은 곳에 선언된

다. 자바 기반 구성에서 @Bean 애노테이션이 지정된 메서드는 사용하는 빈의 인스턴스를 생

성하고 속성 값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스프링에 내장된 H2 데이터베이스를 DataSource로 

선언하는 다음의 @Bean 지정 메서드를 생각해 보자.

@Bean
public DataSource dataSource() {
  return new EmbeddedDatabaseBuilder()
      .setType(EmbeddedDatabaseType.H2)
      .addScript("schema.sql")
      .addScripts("user_data.sql", "ingredient_data.sql")
      .build();
}

여기서 EmbeddedDatabaseBuilder는 내장embedded 데이터베이스(H2, HSQL, DERBY 중 

하나)를 구성하는 클래스이며, addScript()와 addScripts() 메서드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의 속성을 SQL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DataSource(여기서는 H2)

가 준비되면 각 스크립트의 SQL이 실행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다. 만일 스프링 부트를 

사용 중이 아니라면 이 메서드(dataSource())는 DataSource 빈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스프링 부트를 사용 중일 때는 자동-구성이 DataSource 빈을 구성해 주므로  

dataSource() 메서드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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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H2 의존성 라이브러리를 런타임 시에 classpath에서 찾아 사용할 수 있다면, 스프링 부

트는 해당 빈을 자동으로 찾아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생성한다. 그리고 해당 빈이 

SQL 스크립트인 schema.sql(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용)과 data.sql(초기 데이터 추가용)의 SQL

을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킨다(이것은 3장과 4장에서 이미 했다). 

그러나 SQL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을 다르게 지정하고 싶거나 3개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면? 

바로 이럴 때 구성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 속성을 사용하기에 앞서 그런 속성

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 

5.1.1 스프링 환경 추상화 이해하기

스프링 환경 추상화environment abstraction는 구성 가능한 모든 속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개념이다. 즉, 속성의 근원을 추상화하여 각 속성을 필요로 하는 빈이 스프링 자체에서 해당 

속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스프링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속성의 근원으로부터 원천 

속성을 가져온다.

•	JVM 시스템 속성   • 운영체제의 환경 변수 

•	명령행 인자command-line	argument • 애플리케이션의 속성 구성 파일

그런 다음에 스프링 환경에서는 이 속성들을 한 군데로 모은 후 각 속성이 주입되는 스프링 

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5.1에서는 스프링 환경 추상화를 통해 어떻게 원천 속성

들이 스프링 빈에게 전달되는지 보여준다.

원천 속성

데이터 소스

사용자 서비스

제품 서비스

재고 추적
관리

감사 서비스

스
프

링
 환

경

JVM 시스템 속성

운영체제 환경 변수

명령행 인자

application.properties
파일

application.yml
파일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각종 빈

그림 5.1	 	스프링	환경에서는	원천	속성들을	가져와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빈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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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부트에 의해 자동으로 구성되는 빈들은 스프링 환경으로부터 가져온 속성들을 사용

해서 구성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주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8080 기

본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로 작동하게 한다면 다음과 같이 다른 포트 값을 갖는 server.

port 속성을 src/main/resources/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지정하면 된다.

server.port=9090

구성 속성을 설정할 때 YAML(YAML Ain't Markup Language)을 주로 사용한다면 application. 

properties 파일 대신 src/main/resources/application.yml에 server.port 값을 설정하면 된다.

server:
  port: 9090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명령행 인자로 server.port 속성을 지정할 수도 있다. 

$ java -jar tacocloud-0.0.5-SNAPSHOT.jar --server.port=9090

만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항상 특정 포트를 사용하게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운영체제 환경 

변수에 설정하면 된다.

$ export SERVER_PORT=9090

단, 환경 변수로 속성을 설정할 때는 속성 이름의 형태가 약간 달라진다. 운영체제 나름대

로 환경 변수 이름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프링에서 

SERVER_PORT를 server.port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성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책의 14장에서는 구성 

서버를 사용해서 구성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스프링의 빈이 동작하는 방법

을 변경하고 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성 속성에는 수백 가지가 있다. 방금 보았던 

server.port도 그중 하나다. 사용 가능한 모든 구성 속성을 이번 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불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장 유용한 구성 속성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

선, 자동-구성된 데이터 소스를 조정할 수 있는 속성들부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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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데이터 소스 구성하기

현재 시점에서 타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몇 개 장

에 나올 주제를 살펴본 후 완료할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내장 H2 데이

터베이스는 현재의 우리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프로덕션production,	운영	환경에 사

용하게 될 때는 더 확실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원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 소스의 경우는 우리 나름의 DataSource 빈을 명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스프링 부트 사용 시는 그럴 필요 없으며, 대신에 구성 속성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URL과 인증을 구성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 예를 들어, 로컬 호스트의 MySQL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한다면 다음의 구성 속성을 application.yml 파일에 추가하면 된다(이 파일의 생성 

방법은 리스트 5.6의 설명을 참고하자).

spring:
  datasource:
    url: jdbc:mysql://localhost/tacocloud
    username: tacodb
    password: tacopassword

그다음에 적합한 JDBC 드라이버를 추가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JDBC 드라이버 클래스를 지

정할 필요는 없다. 스프링 부트가 데이터베이스 URL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과 같이 spring.datasource.driver-class-name 속성을 설정

하면 된다.

spring:
  datasource:
    url: jdbc:mysql://localhost/tacocloud
    username: tacodb
    password: tacopassword
    driver-class-name: com.mysql.jdbc.Driver

그러면 이 DataSource 빈을 자동-구성할 때 스프링 부트가 이런 속성 설정을 연결 데이터

로 사용한다. 또한, 톰캣의 JDBC 커넥션 풀connection pool을 classpath에서 자동으로 찾을 

수 있다면 DataSource 빈이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스프링 부트는 다음 

중 하나의 다른 커넥션 풀을 classpath에서 찾아 사용한다.

•	HikariCP

•	Commons DBC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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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스프링 부트의 자동-구성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커넥션 풀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

는 DataSource 빈을 명시적으로 구성하면 어떤 커넥션 풀도 사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는 SQL 스크립트의 실행 방법을 이

번 장 앞에서 얘기했었다. 이때 다음과 같이 spring.datasource.schema와 spring.

datasource.data 속성을 사용하면 더 간단하게 지정할 수 있다.

spring:
  datasource:
    schema:
      - order-schema.sql
      - ingredient-schema.sql
      - taco-schema.sql
      - user-schema.sql
    data:
      - ingredients.sql

또는 명시적인 데이터 소스 구성 대신 JNDI(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에 구성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spring.datasource.jndi-name 속성을 구성하

면 스프링이 찾아준다.

spring:
  datasource:
    jndi-name: java:/comp/env/jdbc/tacoCloudDS

단, spring.datasource.jndi-name 속성을 설정하면 기존에 설정된 다른 데이터 소스 구

성 속성은 무시된다. 

5.1.3 내장 서버 구성하기

server.port 속성을 사용하여 서블릿 컨테이너의 포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미 알아보았

다. 그런데 만일 server.port가 0으로 설정되면 어떻게 될까?

server:
  port: 0

이처럼 우리가 server.port를 0으로 설정하더라도 서버는 0번 포트로 시작하지 않는다. 대

신에 사용 가능한 포트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시작된다. 이것은 자동화된 통합 테스트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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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때 유용하다. 즉, 동시적으로 실행되는 어떤 테스트도 같은 포트 번호로 인한 충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시작

되는 포트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유용하다(마이크로서비스는 13장에서 알아볼 것이다). 

서버에 관련해서는 포트 외에도 중요한 것이 더 있다. 그중 하나가 HTTPS 요청 처리를 위

한 컨테이너 관련 설정이다. 이때는 JDK의 keytool 명령행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키스토어

keystore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 keytool -keystore mykeys.jks -genkey -alias tomcat -keyalg RSA

keytool이 실행되면 저장 위치 등의 여러 정보를 입력받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입력한 비밀

번호password를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letmein을 비밀번호로 지정하였다.

키스토어 생성이 끝난 후에는 내장 서버의 HTTPS를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속성을 설정

해야 한다. 이 속성들은 모두 명령행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

편하다. 대신에 application.properties 또는 다음과 같이 application.yml 파일에 설정하는 

것이 좋다. 

server:
  port: 8443
  ssl:
    key-store: file:///path/to/mykeys.jks
    key-store-password: letmein
    key-password: letmein

여기서 server.port 속성은 8443으로 설정되었다. 이 값은 개발용 HTTPS 서버에 많이 사

용된다. server.ssl.key-store 속성은 키스토어 파일이 생성된 경로로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에서 키스토어 파일을 로드하기 위해 file://를 URL로 지

정하였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JAR 파일에 키스토어 파일을 넣는 경우는 classpath:를 

URL로 지정하여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server.ssl.key-store-password와 server.ssl.key-password 속성에는 키스토

어를 생성할 때 지정했던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이 모든 속성이 제대로 설정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8443 포트의 HTTPS 요청을 기다린

다. 각자 사용 중인 웹 브라우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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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보안 연결이 되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는 서버 관련 경고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

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중에 로컬 호스트localhost로 작동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1.4 로깅 구성하기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형태로든 로깅logging을 제공한다. 설사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로깅을 하지 않더라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자신의 활동을 로깅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는 INFO 수준level으로 콘솔에 로그 메시지를 쓰기 위해 Logback 

(http://logback.qos.ch)을 통해 로깅을 구성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이미 많은 양의 

INFO 수준 항목(메시지)들을 콘솔의 애플리케이션 로그에서 보았을 것이다. 

로깅 구성을 제어할 때는 classpath의 루트(src/main/resources)에 logback.xml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logback.xml 파일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configuration>
  <appender name="STDOUT" class="ch.qos.logback.core.ConsoleAppender">
    <encoder>
      <pattern>
        %d{HH:mm:ss.SSS} [%thread] %-5level %logger{36} - %msg%n
      </pattern>
    </encoder>
  </appender>
  <logger name="root" level="INFO"/>
  <root level="INFO">
    <appender-ref ref="STDOUT" />
  </root>
</configuration>

로깅에 사용되는 패턴을 제외하면 이 Logback 구성은 logback.xml 파일이 없을 때의 기본 

로깅 구성과 동일하다. 그러나 logback.xml 파일을 수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애플리

케이션 로그 파일을 제어할 수 있다.9

로깅 구성에서 가장 많이 변경하는 것은 로깅 수준과 로그를 수록할 파일이다. 스프링 부트

의 구성 속성을 사용하면 logback.xml 파일을 생성하지	않고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 

9  어떤 것을 logback.xml 파일에 수록할 수 있는지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더 자세한 정보는 Logback 문서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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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깅 수준을 설정할 때는 logging.level을 접두어로 갖는 속성들을 생성한다. 그리고 그다

음에 로깅 수준을 설정하기 원하는 로거logger의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어, 루트의 로깅 수

준을 WARN으로 하되, 스프링 시큐리티의 로그는 DEBUG 수준으로 설정하고 싶다고 해보

자. 이때는 application.yml에 다음 항목을 지정하면 된다.

logging:
  level:
    root: WARN
    org:
      springframework:
        security: DEBUG

또한, 알아보기 쉽도록 스프링 시큐리티 패키지 이름을 붙여서 한 줄로 지정할 수도 있다. 

logging:
  level:
    root: WARN
    org.springframework.security: DEBUG

그다음에 로그 항목들을 /var/logs/ 경로의 TacoCloud.log 파일에 수록하고 싶다고 해보자. 

이때는 다음과 같이 logging.path와 logging.file 속성을 사용하면 된다. 

logging:
  path: /var/logs/
  file: TacoCloud.log
  level:
    root: WARN
    org:
      springframework:
        security: DEBUG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var/logs/에 대해 쓰기 퍼미션을 갖고 있다면 로그 항목들이 /var/
logs/TacoCloud.log에 수록될 것이다. 기본적인 로그 파일의 크기인 10MB가 가득 차게 되

면 새로운 로그 파일이 생성되어 로그 항목이 계속 수록된다(스프링 2.0부터는 날짜별로 로그 

파일이 남으며, 지정된 일 수가 지난 로그 파일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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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다른 속성의 값 가져오기

하드코딩된 String과 숫자 값으로만 속성 값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다른 구

성 속성으로부터 값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greeting.welcome이라는 속성을 또 다른 속성인 spring.application.

name의 값으로 설정하고 싶다고 해보자. 이때는 다음과 같이 ${}를 사용해서 greeting.

welcome을 설정할 수 있다.

greeting:
  welcome: ${spring.application.name}

또한, 다른 텍스트 속에 ${}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greeting:
  welcome: You are using ${spring.application.name}.

지금까지 보았듯이, 구성 속성을 사용해서 스프링 자체의 컴포넌트를 구성하면 해당 컴포넌

트의 속성 값을 쉽게 주입할 수 있고 자동-구성을 세부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 속성은 

스프링이 생성하는 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우리 빈에도 구성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5.2 우리의 구성 속성 생성하기

이번 장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성 속성은 빈의 속성일 뿐이며, 스프링의 환경 추상화로부터 

여러 가지 구성을 받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런데 그런 구성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빈

에 나타낼 수 있을까? 

구성 속성의 올바른 주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프링 부트는 @ConfigurationProperties 애

노테이션을 제공한다. 그리고 어떤 스프링 빈이건 이 애노테이션이 지정되면, 해당 빈의 속성

들이 스프링 환경의 속성으로부터 주입될 수 있다. 

@ConfigurationPropertie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ordersForUser() 

메서드를 OrderController에 추가하자. 이 메서드에서는 인증된 사용자의 주문들을 List

에 저장한다(4장까지 작성된 taco-cloud 프로젝트를 STS에서 열고 src/main/java 아래의 tacos.web 패

키지에 있는 OrderController 클래스 내부에 추가한 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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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배우는 내용

 ■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하기

 ■ 통합 플로우 정의하기

 ■ 스프링 통합의 자바 DSL 정의 사용하기

 ■ 이메일과 파일 시스템 및 다른 외부 시스템과 통합하기

여행을 할 때 접하는 가장 불만스러운 것 중 하나는 장시간 비행임에도 기내의 인터넷 연결

이 부실하거나 아예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집필을 비롯해서 필자는 비행 시간 중에 일

을 끝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거나 

JavaDoc을 검색할 수 없게 되므로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럴 때 참고할 책을 가져

가곤 한다.

우리가 일의 능률 향상을 위해 인터넷에 연결해야 하듯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외부 시스템

과 연결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이메일 수신이나 발신, 외부 API와의 상

호작용,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데이터 처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외부 시스템에

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 데이

터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스프링 통합Spring	Integration으로 통합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스프링 통합은 《Enterprise	Integration	Patterns》(Gregor Hohpe, Bobby Woolf, Addison-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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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에서 보여준 대부분의 통합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한 것이다. 각 통합 패턴은 하나

의 컴포넌트로 구현되며, 이것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메시지가 데이터를 운반한다. 스프

링 구성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이런 컴포넌트들을 조립할 수 있다. 

우선, 스프링 통합 사용 시의 기능과 특성을 보여주는 간단한 통합 플로우integration	flow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9.1 간단한 통합 플로우 선언하기

애플리케이션은 통합 플로우를 통해서 외부 리소스나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데이터를 수신 

또는 전송할 수 있으며, 스프링 통합은 이런 통합 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애플리케

이션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 중 하나가 파일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 통합의 많

은 컴포넌트 중에 파일을 읽거나 쓰는 채널 어댑터channel	adapter가 있다.

스프링 통합을 시작하기 위해 여기서는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쓰는 통합 플로우를 생성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이 스프링 통합 의존성을 프로젝트 빌드에 추가해

야 한다. 모듈 리퍼지터리가 메이븐Maven일 때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dependency>
  <groupId>org.springframework.boot</groupId>
  <artifactId>spring-boot-starter-integration</artifactId>
</dependency>

<dependency>
  <groupId>org.springframework.integration</groupId>
  <artifactId>spring-integration-file</artifactId>
</dependency>

첫 번째 의존성은 스프링 통합의 스프링 부트 스타터다. 통합하려는 플로우와 무관하게 이 

의존성은 스프링 통합 플로우의 개발 시에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모든 스프링 부트 스타터 

의존성이 그렇듯이, 이 의존성도 Initializr 폼의 체크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의존성은 스프링 통합의 파일 엔드포인트endpoint 모듈이다. 이 모듈은 외부 시스템 

통합에 사용되는 24개 이상의 엔드포인트 모듈 중 하나다. 엔드포인트 모듈에 관한 내용은 

9.2.9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일단 지금은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통합 플로우로 파일을 

읽거나, 통합 플로우로부터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파

일 엔드포인트 모듈이라는 것만 알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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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파일에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에서 통합 플로우로 데이터를 전송하

는 게이트웨이gateway를 생성해야 한다. 이때 리스트 9.1과 같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생

성한다.

리스트 9.1  메서드 호출을 메시지로 변환하는 메시지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package sia5;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annotation.MessagingGateway;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file.FileHeaders;
import org.springframework.messaging.handler.annotation.Header;

@MessagingGateway(defaultRequestChannel="textInChannel")
public interface FileWriterGateway {

  void writeToFile(
      @Header(FileHeaders.FILENAME) String filename,     
      String data);
}

FileWriterGateway는 간단한 자바 인터페이스이긴 하지만 알아볼 것이 많다. 우선, 

FileWriterGateway에는 @MessagingGateway가 지정되었다. 이 애노테이션은 FileWriter 

Gateway 인터페이스의 구현체(클래스)를 런타임 시에 생성하라고 스프링 통합에 알려준다. 

이것은 리퍼지터리의 구현체를 스프링 데이터가 자동 생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외의 다른 

코드에서는 파일에 데이터를 써야 할 때 FileWriterGateway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이다.

@MessagingGateway의 defaultRequestChannel 속성은 해당 인터페이스의 메서드 호출

로 생성된 메시지가 이 속성에 지정된 메시지 채널로 전송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writeToFile()의 호출로 생긴 메시지가 textInChannel이라는 이름의 채널로 전송된다.

writeToFile() 메서드는 두 개의 String 타입 매개변수를 갖는다. 파일 이름과 파일에 쓰

는 텍스트를 포함하는 데이터다. 여기서 filename 매개변수에는 @Header가 지정되었다. 

@Header 애노테이션은 filename에 전달되는 값이 메시지 페이로드payload가 아닌 메시지 

헤더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FileHeaders.FILENAME 상수의 실제 값은 file_name이다). 반면에 

data 매개변수 값은 메시지 페이로드로 전달된다(메시지는 메시지 헤더와 같은 메타데이터와 실

제 데이터인 페이로드로 구성된다).

이제는 메시지 게이트웨이가 생성되었으므로 통합 플로우를 구성해야 한다. 스프링 통합 스

타터 의존성을 빌드에 추가했으므로 스프링 통합의 자동-구성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애

플리케이션의 요구를 충족하는 플로우를 정의하는 구성은 우리가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통

메시지	게이트웨이를	

선언한다.

파일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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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플로우는 다음 세 가지 구성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XML 구성

•	자바 구성

•	DSL을 사용한 자바 구성 

지금부터는 스프링 통합의 세 가지 구성 방법 모두를 알아볼 것이다. 우선, 이전부터 사용해

온 XML 구성부터 시작해 보자.

9.1.1 XML을 사용해서 통합 플로우 정의하기 

이 책에서 XML 구성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려 했지만, 스프링 통합에서는 오랫동안 XML로 

통합 플로우를 정의했으므로 최소한 하나의 예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스트 

9.2에서는 XML로 통합 플로우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리스트 9.2  스프링 XML 구성을 사용해서 통합 플로우 정의하기

<?xml version="1.0" encoding="UTF-8"?>
<beans xmlns="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beans"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mlns:int="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integration"
  xmlns:int-file="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integration/file"
  xsi:schemaLocation="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beans
    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beans/spring-beans.xsd
    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integration
    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integration/spring-integration.xsd
    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integration/file
    http://www.springframework.org/schema/integration/file/
     springintegration-file.xsd">

<int:channel id="textInChannel" />      

<int:transformer id="upperCase"
    input-channel="textInChannel"
    output-channel="fileWriterChannel"
    expression="payload.toUpperCase()" />    

<int:channel id="fileWriterChannel" />       

<int-file:outbound-channel-adapter id="writer"
  channel="fileWriterChannel"
  directory="/tmp/sia5/files"
  mode="APPEND"
  append-new-line="true" />     
</beans>

textInChannel을	
선언한다.

텍스트를	변환한다.

fileWriterChannel을	
선언한다.

텍스트를	파일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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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9.2의 XML 구성에서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extInChannel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FileWriterGateway의 요청 

채널(리스트 9.1)로 설정된 것과 같은 채널이다. FileWriterGateway의 writeToFile() 

메서드가 호출되면 결과 메시지가 textInChannel로 전달된다.

•	textInChannel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변환기int:transformer를 구성하였다. 이 변환기는 

SpELSpring	Expression	Language 표현식을 사용해서 메시지 페이로드에 대해 toUpper 

Case()를 호출하여 대문자로 변환한다. 그리고 변환된 결과는 fileWriter Channel

로 전달된다.

•	fileWriterChannel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구성하였다. 이 채널은 변환기와 아웃바운

드 채널 어댑터outbound	channel	adapter를 연결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끝으로, int-file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채널 어댑터를 구성하였다. 

이 XML 네임스페이스는 파일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 스프링 통합의 파일 모듈에서 제

공한다. 리스트 9.2에 구성했듯이, 아웃바운드 채널 어댑터는 fileWriterChannel로

부터 메시지를 받은 후 해당 메시지 페이로드를 directory 속성에 지정된 디렉터리의 

파일에 쓴다. 이때 파일 이름은 해당 메시지의 file_name 헤더에 지정된 것을 사용한

다. 만일 해당 파일이 이미 있으면 기존 데이터에 덮어쓰지 않고 줄을 바꾸어 제일 끝

에 추가한다.

그림 9.1은 그래픽 요소를 사용해서 리스트 9.2의 통합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파일-쓰기
게이트웨이

텍스트
입력 채널

대문자
변환기

파일-쓰기
채널

파일 아웃바운드
채널 어댑터

그림 9.1	 	파일-쓰기	통합	플로우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에서 XML 구성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XML을 리소스로 import해

야 한다. 이때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자바 구성 클래스 중 하나에 스프링의 @ImportResource 

애노테이션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Configuration
@ImportResource("classpath:/filewriter-config.xml")
public class FileWriterIntegrationConf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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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통합에서 XML 기반의 구성을 사용해도 좋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XML 사용을 꺼

린다(이미 얘기했듯이, 이 책에서도 XML 구성은 피할 것이다). XML 구성은 이쯤 해두고 지금부

터는 스프링 통합의 자바 구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9.1.2 Java로 통합 플로우 구성하기

현재는 대부분의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이 XML 구성을 피하고 자바 구성을 사용한다. 실제

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바 구성은 스프링의 자동-구성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주

는 방법이다. 따라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에 통합 플로우를 추가할 때는 XML보다는 

자바로 플로우를 정의하는 것이 좋다.

자바 구성을 사용해서 통합 플로우를 작성하는 방법의 예로 리스트 9.3을 살펴보자. 이것

은 리스트 9.2의 XML 구성과 동일한 파일 작성 통합 플로우를 정의하지만, 자바로 작성한 

것이다.

리스트 9.3  자바 구성을 사용해서 통합 플로우 정의하기

package sia5;

import java.io.File;
import org.springframework.context.annotation.Bean;
import org.springframework.context.annotation.Configuration;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annotation.ServiceActivator;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annotation.Transformer;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file.FileWritingMessageHandler;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file.support.FileExistsMode;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transformer.GenericTransformer;

@Configuration
public class FileWriterIntegrationConfig {

  @Bean
  @Transformer(inputChannel="textInChannel",   
               outputChannel="fileWriterChannel")
  public GenericTransformer<String, String> upperCaseTransformer() {
    return text -> text.toUpperCase();
  }

  @Bean
  @ServiceActivator(inputChannel="fileWriterChannel")
  public FileWritingMessageHandler fileWriter() {
    FileWritingMessageHandler handler =
        new FileWritingMessageHandler(new File("/tmp/sia5/files"));
    handler.setExpectReply(false);
    handler.setFileExistsMode(FileExistsMode.APPEND);

변환기	빈을	선언한다.

파일-쓰기	빈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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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ler.setAppendNewLine(true);
    return handler;
  }
}

이 자바 구성에서는 두 개의 빈을 정의한다. 변환기와 파일-쓰기 메시지 핸들러다. 변환기 

빈인 GenericTransformer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이므로 메시지 텍스트에 toUpperCase()

를 호출하는 람다lambda로 구현할 수 있다. GenericTransformer에는 @Transformer가 지

정되었다. 이 애노테이션은 GenericTransformer가 textInChannel의 메시지를 받아서 

fileWriterChannel로 쓰는 통합 플로우 변환기라는 것을 지정한다.

파일-쓰기 빈에는 @ServiceActivator가 지정되었다. 이 애노테이션은 fileWriterChannel

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FileWritingMessageHandler의 인스턴스로 정의된 서비스에 넘

겨줌을 나타낸다. FileWritingMessageHandler는 메시지 핸들러이며, 메시지 페이로드를 

지정된 디렉터리의 파일에 쓴다. 이때 파일 이름은 해당 메시지의 file_name 헤더에 지정된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XML 구성과 동일하게 해당 파일이 이미 있으면 기존 데이터에 덮어

쓰지 않고 줄을 바꾸어 제일 끝에 추가한다.

FileWritingMessageHandler 빈의 구성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setExpectReply 

(false)를 호출한다는 것이다. 이 메서드는 서비스에서 응답 채널(플로우의 업스트림 컴포넌트

로 값이 반환될 수 있는 채널)을 사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만일 setExpectReply(false)를 

호출하지 않으면, 통합 플로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응답 채널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로그 메시지들이 나타난다.

리스트 9.3의 자바 구성에서는 채널들을 별도로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자. textIn 

Channel과 fileWriterChannel이라는 이름의 빈이 없으면 이 채널들은 자동으로 생성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채널의 구성 방법을 더 제어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별도의 빈으로 

구성할 수 있다. 

@Bean
public MessageChannel textInChannel() {
  return new DirectChannel();
}

...
@Bean
public MessageChannel fileWriterChannel() {
  return new DirectChann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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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구성에 비해 확실히 자바 구성 방법이 알기 쉬우며, 이 책에서 지향하는 자바 중심의 

구성 방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스프링 통합의 자바 DSLDomain	Specific	Language 구성 방법

을 사용하면 코드를 훨씬 더 간소화할 수 있다.

9.1.3 스프링 통합의 DSL 구성 사용하기

파일-쓰기 통합 플로우를 정의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아보자. 이번에도 여전히 자바를 사용

해서 정의하지만, 스프링 통합의 자바 DSL을 사용할 것이다. 이때는 통합 플로우의 각 컴포

넌트를 별도의 빈으로 선언하지 않고 전체 플로우를 하나의 빈으로 선언한다.

리스트 9.4  스프링 통합의 자바 DSL 구성을 사용해서 통합 플로우 정의하기

package sia5;

import java.io.File;
import org.springframework.context.annotation.Bean;
import org.springframework.context.annotation.Configuration;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dsl.IntegrationFlow;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dsl.IntegrationFlows;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dsl.channel.MessageChannels;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file.dsl.Files;
import org.springframework.integration.file.support.FileExistsMode;

@Configuration
public class FileWriterIntegrationConfig {

  @Bean
  public IntegrationFlow fileWriterFlow() {
    return IntegrationFlows
        .from(MessageChannels.direct("textInChannel"))  
        .<String, String>transform(t -> t.toUpperCase())  
        .handle(Files                                   
            .outboundAdapter(new File("/tmp/sia5/files"))
            .fileExistsMode(FileExistsMode.APPEND)
            .appendNewLine(true))
        .get();
  }
}

이 구성은 전체 플로우를 하나의 빈 메서드에 담고 있어서 코드를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다. IntegrationFlows 클래스는 플로우를 선언할 수 있는 빌더 API를 시작시킨다.

리스트 9.4에서는 textInChannel이라는 이름의 채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면서 시작한

다. 그다음에 메시지 페이로드를 대문자로 바꾸는 변환기가 실행된다. 그리고 변환된 메시

지는 스프링 통합의 파일 모듈에 제공되는 Files 타입으로부터 생성된 아웃바운드 채널 어

인바운드	채널

변환기를	선언한다.

파일에	쓰는	것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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댑터에서 처리된다. 끝으로, get()을 호출하여 return 문에서 반환되는 IntegrationFlow 

인스턴스를 가져온다. 요컨대, 리스트 9.4에서는 하나의 빈 메서드가 XML이나 자바 구성 예

와 동일한 통합 플로우를 정의한다.

자바 구성 예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채널 빈을 따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 별도로 선언되지 

않은 textInChannel을 참조하더라도 같은 이름의 채널 빈이 없어서 스프링 통합이 자동 생

성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한다면 해당 채널 빈을 별도로 선언할 수 있다.

변환기를 아웃바운드 채널 어댑터와 연결하는 채널의 경우에 이 채널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

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플로우 정의에서 channel() 메서드를 호출하여 해당 채널을 이름으

로 참조할 수 있다.

@Bean
public IntegrationFlow fileWriterFlow() {
  return IntegrationFlows
      .from(MessageChannels.direct("textInChannel"))
      .<String, String>transform(t -> t.toUpperCase())
      .channel(MessageChannels.direct("fileWriterChannel"))
      .handle(Files
          .outboundAdapter(new File("/tmp/sia5/files"))
          .fileExistsMode(FileExistsMode.APPEND)
          .appendNewLine(true))
      .get();
}

스프링 통합의 자바 DSL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다. 즉,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

기 위해 들여쓰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트 9.4의 예에서는 관련 코드의 블

록을 알기 쉽도록 들여쓰기하였다. 또한, 통합 플로우의 코드가 더 길고 복잡할 경우에는 해

당 플로우의 일부분을 별도 메서드나 서브 플로우로 추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제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구성 방법을 사용해서 정의된 간단한 플로우를 알게 되었다. 지

금부터는 스프링 통합의 큰 그림을 알아본다.

9.2 스프링 통합의 컴포넌트 살펴보기

스프링 통합은 다수의 통합 시나리오를 갖는 많은 영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

나의 챕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코끼리를 봉투에 맞춰 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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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스프링 통합의 모든 것을 다루는 대신, 스프링 통합이라는 코끼리의 사진을 보여주

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 다음에 타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기능을 추

가하는 통합 플로우를 하나 더 생성한다. 

통합 플로우는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로 구성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더 이상의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각 컴포넌트가 통합 플로우에서 맡은 역할을 간단히 알아본다.

•	채널Channel: 한 요소로부터 다른 요소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	필터Filter: 조건에 맞는 메시지가 플로우를 통과하게 해준다.

•	변환기Transformer: 메시지 값을 변경하거나 메시지 페이로드의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한다.

•	라우터Router: 여러 채널 중 하나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개 메시지 헤더를 기반으로 

한다.

•	분배기Splitter: 들어오는 메시지를 두 개 이상의 메시지로 분할하며, 분할된 각 메시지는 

다른 채널로 전송된다.

•	집적기Aggregator: 분배기와 상반된 것으로 별개의 채널로부터 전달되는 다수의 메시지

를 하나의 메시지로 결합한다.

•	서비스	액티베이터Service	activator: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자바 메서드에 메시지를 넘겨준 

후 메서드의 반환값을 출력 채널로 전송한다.

•	채널	어댑터Channel	adapter: 외부 시스템에 채널을 연결한다.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입력

을 받거나 쓸 수 있다.

•	게이트웨이Gateway: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합 플로우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파일-쓰기 통합 플로우를 정의할 때 이 컴포넌트들 중 몇 개의 사용 예를 이미 알아보았다. 

이때 정의했던 FileWriterGateway 인터페이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제출했던 텍스트 데이터

를 파일에 쓰기 위한 게이트웨이다. 또한, 지정된 텍스트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변환기도 정

의하였다. 그다음에 텍스트를 파일에 쓰는 작업을 수행했던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선언하였

다. 이렇게 정의했던 파일-쓰기 통합 플로우는 서로 다른 컴포넌트들을 상호 연결하는 두 개

의 채널인 textInChannel과 fileWriterChannel을 갖는다. 지금부터는 통합 플로우 컴포

넌트에 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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