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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의 의사 결정권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거나 직원들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더 높은 생산성을 갖추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며, 이들에게 모바일 앱 전략을 이해하고 마련하

는 일은 오늘날 중요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Microsoft 는 모바일 앱의 유연한 생성을 위한 종단 간 전략을 정의합니다. 또한 소비자 또는 직원 

시나리오를 위한 요구 사항을 확충하고 또한 개발 팀에 품질 개선, 빠른 출시를 위한 도구를 제공

하며, 현행 기업 시스템 내에서의 통합을 고려합니다. 
 

본 전략으로 아래 일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코드 없이 가능한 개발 IT 직원과 이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환경 통합 파트너뿐만 아니라 영

업부문 전문가와 분석 전문가 (“가트너 분류에 따르면 “시민 개발자”)들도, 전통적인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보다 더 빠르게 개발 및 반복 처리를 하는 비주얼 도구를 사용하여 기업의 백

-엔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안심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용 통합 로그인 비즈니스 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코드 중심의 앱 개발 다양한 범위의 앱 솔루션을 위해 개발자가 자신의 JavaScript/C#/C++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나 Visual Studio Code, Xamarin Studio 와 같이 생

산력이 매우 높은 통합 개발 환경(IDEs)과 편집기를 사용하여 브라우저나 컨테이너 처리된 

웹, 하이브리드 또는 네이티브 앱 솔루션을 크로스-플랫폼 기능으로 처리합니다. 
 

 백-엔드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또는 온-프레미스)에 있어 모바일 앱 서비스 기능 

(모바일 백-엔드 서비스[MBaaS])를 활용하여 모바일 시나리오를 갖출 수 있고, 개발자가 

Microsoft Azure App Service 모바일 앱 (MBaaS)이나 Azure Service Fabric (플랫폼 서비스 

[PaaS])을 활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쳐, 아니면 간단히 Azure Virtual Machines (인프라로

서의 서비스 [IaaS])를 활용하여 필요한 만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백-엔드 API 를 만들수 있

게 됩니다. 
 

 애자일 팀 개발 Visual Studio Team Services (VSTS) 또는 온-프레미스 용의 Visual Studio Tea

m Foundation Server (TFS)를 이용하여 버그 추적, 스크럼 보드와 태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중심의 DevOps 영업 환경에서 사내 혹은 제 3 자 벤더들로부터의 일련의 개발 업

무를 VSTS 나 TFS 를 사용하여 지속 통합하고 (소매점이나 도매점, 베타 배포 관리 채널에) 

지속 배포 및 릴리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와 IT 부서는 iOS 와 Mac 개발, Android 

개발, Windows 개발, 유닛 테스트, 클라우드에서의 실제 단말기 테스트와 같이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베타 릴리스 관리 및 피드백 VSTS/TFS 빌드 및 릴리스 파이프로 통합시킨 Microsoft 
HockeyApp 를 사용하여 모바일 장치에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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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상태 모니터링 및 분석 모바일 앱 용 Microsoft HockeyApp SDK 와 포털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 원격 측정 및 분석 용 Application Insights 를 사용하여 충돌이 보고되는 사용행태 등

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최종 사용자 행동 분석 및 맞춤형 마케팅 캠페인 유도 Azure Mobile Engagement 를 이용하

여 최종 사용자 세분화와 모바일 푸시 알림에 기반한 캠페인 향상하기가 가능합니다. 
 

 출시 앱(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MAM])과 장치 (모바일 장치 관리 [MDM]) 관리 및 보

안 Microsoft Enterprise Mobility Suite (EMS)와 EMS 의 한 부분인 Microsoft Intune / 

Intune MAM SDK 를 사용하여 출시 앱과 단말기를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합니다. 
 
 

목적 
 

이 문서는 조직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MADP) 및 급속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RMAD)을 위한 기술과 도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기능하는 Microsoft 의 플랫폼에 대

한 개요를 서술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조직이 고려해야 할 핵심 의사 결정 요소를 기술하며, Microsoft 솔루션 및 제품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기능들의 개요를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의 대상 
 

이 문서는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해 Microsoft 솔루션과 기술의 고차원적 개관을 필요로 하는 기술부

문 의사 결정권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특징 
 

독자는 종합적인 모바일 앱 개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조직에 필요한 핵심 요소와 결정 사항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타겟 장치, 시나리오, 사업의 요구 사항이 진화하며 유연성을 얻게 될 것입니

다. 

 

여러분의 기업에서 올바른 전략과 개발 기술 결정을 구현하는 일은 모바일 앱들을 효과적으로 빌드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B2C 시나리오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생기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와 같

은 결정은 사업 목표인 유연함, 고품질, 빠른 출시 및 더 낮은 비용 추구로 B2E 솔루션에서도 생산력 

높은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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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CHAPTER 1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Microsoft 플랫폼 소개 
목표 

개발, IT 운영, 생산 관리를 포괄하는 적응력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모바일 앱 전략을 세운다. 
 

 
 
 
 
 
 
 
 
 
 
 
 
 
 
 
그림 1-1.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Microsoft 플랫폼의 주요 핵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추진하거나 생산성 높은 직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전

략을 구축하는 일에는 많은 결정이 따릅니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것 이상으

로, 각각의 플랫폼 언어에 투자하여 iOS, Android, 또는 Windows 에 앱을 개발할 지 아니면 크로스-

플랫폼 접근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확장 가능한 모바일 백-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과 장치가 발달함에 따라 조직이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말기가 분실되거나 사용자 또는 앱 기능이 제한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앱

의 보안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온/오프라인에서 백-엔드 데이터를 매끄럽게 통합시

켜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사 결정권자들은 비즈니스와 함께 자랄 수 있는, 유연하고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급 전략을 원합니

다. 기업 개발자들은 웹/JavaScript, .NET/C#, C++ 등 존재하는 어느 코드 베이스든지 자신의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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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확장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어느 쪽을 통해서든 백-

엔드 시스템들과 연결하여 사업이 요구하는 만큼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출시되길 바랍니다. IT 부서

는 앱과 단말기의 보안 관리에 있어 자신감을 갖고 싶어하며, 마케팅 부서는 효과적이고 이동가능하

며 타겟팅이 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싶어합니다. 

확실히, 단순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클라이언트 모바일 앱 개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백-엔드 서

비스와 전체 모바일 앱 수명 주기와 같이 고려해야 할 많은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Microsoft 의 도구 및 서비스를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소개 
 

조직은 아마도 웹사이트나 웹 컨텐츠로 구성된 단순한 클라이언트 앱, 아니면 장치의 많은 기능을 

활용한 완전한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에 투자를 수행하는 전략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조직들이 보완방안으로 여러가지 접근방식에 투자함으로써 그들 사업적 요구사항에 다채널

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모든 폼팩터에 걸쳐 간단한 업데이트 절차를 갖는 광범위한 접

근법입니다. 하지만 장치의 기능을 생각할 때 (바코드 스캐너와의 상호 작용하기 위한 기능과 같이) 

제한되는 면이 있어 참여도와 생산성이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앱스토어에서 배포되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앱은 장치 기능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며 몰입된 환경도 갖추고 있으나, 각 타겟 플랫폼

(iOS 나 Android, Windows)을 위한 컴파일 및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웹 또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가기 위한 선택은 구조적인 관점에서부터 비

용, 품질, 출시 시기 고려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이는 단순한 앱 개발이 아니라, 개발 팀이 얼마나 생산성 있는지, 피드백

을 조정하여 문제점을 고치는데 얼마나 잘 하는지, IT 부서가 현대적인 “여러분의 장치를 가져다 쓰

세요(Bring Your Own Device)”인 환경에서 앱과 단말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마케팅부서가 

고객들의 호응을 얼마나 잘 끌어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 요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개발자 또는 개발 팀이 현재 보유한 기술과 능력, 아울러 재편성 및 재교육 비용 

 개발되어야 할 앱 타입 및 B2E, B2B 또는 B2C 와 같은 사업 목표 

 장치의 기능, 보안성, 현재 기업 시스템, 새로운 기능 (푸시 알림, 비콘 또는 앱 상태 분석과 

같은) 이나 사용자의 원격 측정, 마케팅 및 참여 캠페인과 같은 기술적 요구 사항 

 기존 도구 및 절차와의 통합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및 제품 지원 기능들 

 출시 시기, 품질, 원하는 타겟 플랫폼의 룩앤필 또는 사용자 경험(UX)과의 일치여부 

 베타버전에서 출시버전까지 걸쳐 민첩한 품질 중심의 개발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비

용, 기술, 시간 및 능력-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SDLC) 

 안전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앱 출시 , 관리 또는 단말기 관리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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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의 도구와 솔루션은 멀티채널 접근을 확장하여 기존 기술을 활용하고,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

우드의 백-엔드 시스템에서 연결하여, IT 부서와 마케팅부서 모두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그림 1-2.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Microsoft 플랫폼 제품 및 기술 
 

그림 1-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Microsoft 플랫폼은 아래의 요소로 이루

어집니다. 

 

 앱 개발 개발자는 클라이언트 앱을 개발하기 위해 크로스-플랫폼 접근방식을 위한 특정 프레임워크와 패

턴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측면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기술을 가지고 고유의 결정 

요소에 근거하여 네이티브(Azure SDK 와 함께 Objective-C 와 Java 같은 언어를 사용한 네이티브 

싱글 플랫폼 그리고 Xamarin 을 이용한 네이티브 및 크로스-플랫폼 앱), 하이브리드(Cordova 사

용) 그리고 이의 변형물이나 웹사이트(ASP.NET)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론트 엔드를 만드는 전문 개발자는 PC 와 Mac 에서 Visual Studio 나 Xamarin 

Studio, Visual Studio Code 와 같은 IDE 와 코드 편집기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디자이너, IntelliSense, 그리고 크로스-플랫폼 디버깅과 같은 기타 생산성 

기능과 함께 클라이언트 모바일 앱을 만드는데 RAD 접근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Microsoft 

PowerApps 라는 코드 없는 비주얼 RAD 도구를 이용하면 백-엔드 사내 시스템에 연결하여 빠르

고 쉽게 기업용 모바일 앱을 코드 작성 없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 서비스 개발.  Azure App Service,  Azure Service Fabric, Azure IaaS VMs 는 사용자 정의, 

확장, 코딩 수준에 따라 MBaaS 에서 PaaS 및 laaS 까지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기업 시스템과 

SaaS, ERP/CRM 에 연결되는 커넥터의 지원을 받는 API 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푸시 알림, 

온/오프라인 데이터 동기화, 인증과 같은 모바일 서비스와 데이터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데, 이것들

로 다양한 앱 구축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종합적이면서 포괄적인 모바일 백-엔드 서비스를 함께 형성

합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쳐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자는 확장과 성능을 위해 조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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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PI 를 만들어 내기 위해 Azure Service Fabric (Paa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Azure 클라우드와 Azure Stack 을 이용하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동됩니다. 

 DevOps 및 앱 분석. 모바일 백-엔드와 클라이언트 프론트 엔드 개발자는 Visual Studio Team 

Services (온라인) 또는 Team Foundation Server (온-프레미스)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애플리케이

션 수명 주기 관리(ALM)나 소스 코드 컨트롤과 버그 추적에서부터 스크럼 업무 부하 추적까지의 애자

일 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지속 통합(CI)과 지속 배포(CD), 릴리스 관리(RM)를 아우르는 빠른, 반복 과정을 위해 모

바일 및 클라우드 중심의 DevOps 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Xamarin Test Cloud 또는 Perfecto 

Mobile, Sauce Labs 같은 파트너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모든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네이티브 빌드

를 만들어 낼 수 있고, 클라우드의 에뮬레이터나 실제 장치에 대해 유닛 테스트와 UI 자동화를 운

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Azure 에서의 백-엔드 코드를 개발에서 스테이징 및 출시까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빌드 작업들을 만드는 개발자는 HockeyApp 과 같은 베타 테스트 채널을 통해 배포를 

자동화하거나 기업용 스토어나 앱스토어 또는 Intune 같은 기업용 관리 제품에 직접 배포할 수 

있습니다. 

HockeyApp 은 개발자가 앱을 쉽게 배급하고 앱에서 발생하는 예외들을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HockeyApp 으로 베타 버전을 내부 또는 외부의 고객에게 쉽게 배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적으로 HockeyApp SDK 를 사용함으로써 충돌 보고를 통해 앱에 발생한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통찰 및 사업 분석. Azure Mobile Engagement 는 사용자를 세분화하고 모바일 기기

로 전달되는 푸시 알림을 기반한 맞춤형 마케팅 캠페인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사용자가 앱

을 어떻게 이용하는 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IT 관리 및 보안. Active Directory (AD)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통합 로그인 (SSO)을 지원하는 앱을 

만들 수 있으나, Azure App Service 모바일 앱 백-엔드 (MBaaS)와 통합하면 개발자가 Azure AD 또

는 Twitter, Facebook, 구글과 같은 소셜 인증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는 절차가 단순해 집니

다.  Azure App Service SDK 를 사용하면 로컬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보

호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서와 IT 부서는 Azure API Management 를 사용하여 백-엔드 API 접근을 더 심도있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으로 앱과 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o Microsoft PowerApps 은 Azure Active Directory 를 활용하여 앱 및 연결된 서비스들 간의 

접근 통제를 보장합니다. 

o Intune 을 통해 배포되고 관리되는 앱의 경우, 앱의 기능이나 사용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설정하거나 암호화나 VPN 통신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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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ntune 을 통해 단말기에 배포된 앱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분실 상황에서). 

Microsoft 는 모바일 앱 전략을 위한 완벽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이는 기존의 도구와 절

차를 고려하며 취사선택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집합입니다. 광범위한 접근 방식에

서 오는 유연함과 역량의 깊이가 가지는 힘으로 Microsoft 는 기업용 모바일 앱 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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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HAPTER 2 

클라이언트 모바일 앱 개발 
 
Microsoft 의 크로스-플랫폼 모바일 앱 개발 도구 및 플랫폼은 B2C 또는 B2B 앱을 위한 복합 솔루

션을 제공하여, 모든 타겟 플랫폼(iOS, Android, Windows, web)에 걸친 코드 공유를 가능하게 하

고, 총소유비용(TCO)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Microsoft 는 크로스-플랫폼 또는 코드 쉐어링이 가능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앱 구축을 위한 다양

한 개발 도구를 제공합니다. (Xcode 나 Android Studio 와 같은 네이티브 도구를 사용한 순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선호하는 개발자들은 그들의 백-엔드 서비스 또는 DevOps 와 릴리스 관리, 베타 테스

트, 분석을 위해 Microsoft 의 다른 도구와 구성요소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음을 잊지마십시오.)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기술과 도구 (Apache Cordova 를 위한 Visual Studio Tools 또는 Xamarin/C#, Xamarin Studio, 

Microsoft PowerApps 를 곁들인 Visual Studio)의 선택은 앞에서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

자의 기술, 코드 작성 요구 사항, 출시 시기, 사용자 경험 수요, 앱 성능, 사업 목표 (예를 들어 

B2E 냐 B2C 냐)를 포함하는 몇몇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발 플랫폼과 기술은 클라이언트 SDK 와 도구 확장기능들을 통해 Azure App Service 서비

스 기능들(PaaS and MBaaS)을 통합합니다. 하지만, 제 3 자 서비스나 기타 MBaaS 제품과의 

통합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플랫폼(iOS, Android, Windows)을 걸쳐 앱을 구축할 때, 동일한 코드 베이스를 공유

하고 크로스-플랫폼 모바일 개발 전략을 통해 개발 입력과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TCO 를 줄일 

수 있고, 출시 시기를 앞당기며, 더 높은 품질, 성능 그리고 사용자 경험 요구 사항과 기준을 충

족시킬 수 있습니다. 
 

 

크로스-플랫폼 모바일 개발을 위한 선택 
각 플랫폼 별로 네이티브 앱을 개별적으로 개발(iOS 는 Objective-C/Swift 로 Android 는 Java 로)

해서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여러 플랫폼을 목표로 할 때, 이런 접근 

방법에 따른 비용은 출시 시기 그리고 앱 수명 주기에 거친 TCO 양쪽 모두를 볼 때 엄두도 못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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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제어하고 낮추기 위해, 각기 다른 크로스-플랫폼 개발 기술

들은 코드 베이스를 공유하면서 플랫폼 특정 앱 패키지를 생산하는 식으로 진화해왔습니다. 

 

크로스-플랫폼 또는 코드-공유 솔루션을 위해, Visual Studio 는 PC 에서 동급 최강의 IDE 를 제공합니

다. 하지만 개발자는 Mac 에서 Visual Studio Code 또는 Xamarin Studio 와 같은 크로스-플랫폼 편집

기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IntelliSense 편집에서부터 크로스-플랫폼 도구 및 에뮬레이터

를 통한 디버깅까지의 되풀이되는 워크플로우를 단단히 묶어줌으로써 개발자들을 가능한 한 생산적으

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크로스-플랫폼 모바일 앱을 위한 다양한 잠재적 솔루션이 있습니다. 

 

 모바일 웹.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구동되기 위해 앱은 HTML, CSS, JavaScript 로 개발되고, 앱은 

플랫폼 앱 스토어에 배포되는 대신 웹 호스트 환경에 배포됩니다. 플랫폼 API 로의 접근은 

HTML5 를 통해 제한적으로 노출됩니다. 이 접근방식이 반응형 디자인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

이션(SPA) 방식으로 개발하는 일반 웹 앱과 정확히 같은 기량 및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

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웹 개발에 초점을 맞춘 다른 리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Apache Cordova 용 Visual Studio Tools 또는 Cordova 용 확장기능을 가진 Visual Studio 

Code 를 이용한 하이브리드앱. 단일 공유 JavaScript API 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HTML/JavaScript  앱을 만드십시오(웹 개발 기술 활용). 단일 공유 JavaScript API 는 어떤 장치에

서도 완전한 코드 재사용을 제공하며, Cordova 플러그인을 통해 네이티브 장치 기능에 접근이 가

능합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은 UI 요구 사항에 따라서는 B2C 에서도 사용가능하나 B2E 와 B2B 앱 제작

에 특히 잘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접근법으로 여러분은 웹사이트와 구성요소를 공유하고 Cordova 기반 “호스팅된 웹 

앱” 접근방법으로 만든 웹 서버기반의 앱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와 Xamarin Studio 에서 Xamarin 과 함께 C# 과 .NET 을 사용한 네이티브앱. 

Xamarin 플랫폼으로 iOS, Android, Windows 에서 거의 100 퍼센트 코드 공유가 되는 멋진 네이

티브 앱을 구축해 보십시오.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자들은 Xamarin.Forms API

를 사용하여 공통의 플랫폼별 UI 요소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최대한의 제어를 위해 

C#으로 플랫폼별 API 를 직접 쓸 수 있습니다. Xamarin 플랫폼으로 C# 개발자는 Java, 

Objective-C, Swift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단일 코드 베이스로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

브 Xamarin 앱은 성능, 보안, 장치 액세스 면에서 최상위 수준을 요구하는 B2C 앱 또는 기업용 

앱에 아주 잘 맞습니다. 

 

 C++ 또는 C#을 사용한 공유 가능한 네이티브 구성 요소 (포터블 클래스 라이브러리 [PCL]). 어

떤 장치에서도 사용가능한 모바일 앱을 위해 Visual Studio 에서 C++로 네이티브 구성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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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를 만드십시오. C++로 작성한 OpenGL 로 인상적인 3D 그래픽을 만들어보고 

Xamarin 앱 안으로 구성요소를 임베드시키거나, 모바일 앱으로부터 재사용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라이브러리를 생성함으로써 레거시 C++ 로직/코드를 재사용하십시오. 

 

 C#/Unity 를 사용한 네이티브 게임. Visual Studio 와 그 IDE 가 가져다 주는 힘을 이용하여 C# 

및 Unity 로 전 플랫폼에서 이용가능한 게임을 만드십시오. 

 

 React Native 확장기능을 가진 Visual Studio Code 를 사용하여 네이티브 모바일 클라이언트 

앱을 생성하십시오. 

 

 데이터-주도 기업용 앱. 영업 부문 분석가 및 그들의 IT 협업부서를 포함하는 시민 개발자들은 

Microsoft PowerApps 와 함께 기업 백-엔드 시스템과 데이터의 쉬운 연결을 지원하는 코딩

이 필요 없는 저작도구를 사용사여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비즈니스 앱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프로페셔널 및 기업용 SKU 또한 VSTS 나 TFS 안에서 ALM 도구와 통합됩니

다. 

이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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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JavaScript 기반 하이브리드 모바일앱 만들기 
 

Apache Cordova 용 Visual Studio Tools 사용하기 
 

Apache Cordova 와 함께라면, 개발자는 HTML, CSS, 

JavaScript 를 사용하여 자신의 기술을 웹사이트 구축에서

부터  iOS, Android, Windows 를 위한 모바일 앱 만들기에

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카메라, 캘

린더 등 하드웨어 기능과 같은 네이티브 장치 옵션에 접근

하기 위한 Cordova 공유 JavaScript API 를 활용하여 거의 

100 퍼센트에 달하는 코드 재사용율을 달성합니다.  

 

Cordova 앱은 각 플랫폼 (iOS, Android, Windows)용으로 

동일한 HTML / JavaScript / TypeScript 코드가 컴파일 되

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JavaScript 와 Visual Studio 에 통합 가능한 컨트롤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특정 패턴과 프레임워크가 가진 장점들과 도구적으로 강화된 점은 다음과 같은 점

들을 포함합니다: 

 

 Ionic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UI 컨트롤. Ionic 2 는 (Google 의) AngularJS 2 기반이며, 이는 

(Microsoft 의) TypeScript 를 활용한다. 개발자는 TypeScript 및 JavaScript 기반의 앱을 위한 완벽한 

IntelliSense 지원와 빌드 지원을 받습니다. 

 Visual Studio 는 에뮬레이터, 장치 배포, 에뮬레이터 대상의 또는 테더링되거나 원격 장치에 대한 디

버깅과 같은 IDE 에 통합된 파워풀한 크로스-플랫폼 개발 기능을 제공합니다. 

 선택적인 TypeScript 지원을 통해 복잡한 기업용 앱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NPM 기반의 Visual Studio 는 최신의 Cordova 기반 모바일 클라이언트 앱을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구성요소(플러그인 및 프레임워크)를 가져와 설치합니다. 

 Visual Studio 는 Cordova 의 품질과 견실함을 높이면서 Cordova 플랫폼 및 플러그인에 크게 기여하

고 있습니다. 

 Visual Studio 는 기업용 Cordova 플랫폼 버전에 맞는 핵심 Cordova 플러그인에 대한 참고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OS 앱 개발을 위해, Visual Studio 는 빌드, 배포, 디버그를 제공하는 원격 빌드 에이전트와 통합되었

습니다. 

 백엔드 시스템에 연결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Azure App Service 플러그인과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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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운용성과 유연성. Visual Studio 가 정식 Apache Cordova 와 웹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Visual 

Studio 로 개발한 Cordova 앱은 JavaScript 를 사용하여 호환이 되는 어떤 제 3 자 서비스 또는 기술과

도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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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및 크로스-플랫폼 앱 만들기 
 

Visual Studio 와 Xamarin Studio 에서 C#, .NET, Xamarin 사용하기 
 

개발자들은 C#, Xamarin, and .NET 을 사용

하여 단일의, 공유된 C# 코드 베이스로 iOS, 

Android, Windows 를 넘나드는 멋진 네이티

브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으

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C#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갖춘 Android, iOS 디자이

너와 Windows 10 Universal Windows 

Platform (UWP) 디자이너를 이용하여 각 

플랫폼에 맞춰 커스터마이즈된 100% 네

이티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

습니다. Xamarin 및 UWP 앱은 네이티브 

앱이므로 사용자가 기대하는 룩앤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IDE 의 디

자이너를 통해 앱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2. Xamarin 과 .NET 과 함께 하는  C# 크로스-플랫폼

 PCL 과  Shared 프로젝트로 코드 공유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Xamarin.iOS, Xamarin.Android, Windows 10 UWP 를 사용하여 각 플랫폼에 맞는 맞춤형 네이티

브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축, 또는 Xamarin.Forms 를 사용하여 이들 플랫폼을 아우르는 단일의 공

유 유저 인터페이스(XAML 기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에서 Xamarin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 Xamarin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Visual Studio 의 표준 C# IntelliSense, 디버깅, 그리고 기타 파워풀한 기능들

을 사용 가능합니다. 

 Azure App Service SDK 를 활용하여 백-엔드 시스템 및 커넥터에 접속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과 유연성의 혜택을 누르십시오. Xamarin 앱은 Xamarin/C#을 통해 플랫폼의 API(iOS 

및 Android)의 1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Objective-C 나 Swift, Java 로 할 수 있는 것

이라면 Xamarin 에서 C#과 Visual Studio 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amarin 은 새로운 버전의 iOS 및 Android API 가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 산업 내에서 가장 빠른 지원을 

약속합니다. 게다가, Xamarin 과. NET 앱은 어떠한 제 3 자 서비스 (JSON 및 OAuth 기반의 표준 HTTP

서비스 같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Visual Studio C++ 크로스-플랫폼을 사용하여 네이티브 컴포넌트 만들기 
 

Android, Windows, iOS 용 C++ 크로스-플랫폼 모바일 코드를 개발하십

시오. Visual Studio 와 C++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

다.

 C++을 사용하여 네이티브에서 컴파일 되는 공유 가능한 라이브

러리 및 구성요소의 개발 

 기존 C++ 코드 공유 및 재사용 

 C++ 구성요소를 Xamarin 크로스-플랫폼 앱으로 임베드

 

그림 2-3. C++ 크로스-플랫폼

 기존 C++ 라이브러리를 Android 및 Windows 플랫폼용으로 이전, 또는 완전한 Xamarin Android 

네이티브앱 또는 Java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도록 이들 C++ 라이브러리를 

사용. 또한 Visual Studio 안에서 완전한 Android 네이티브-액티비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도 

모두 가능. 

 

Visual Studio Tools for Unity 를 사용하여 네이티브 게임 만들기 
 

개발자는 Unity 엔진과 C#을 이용하여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멀티 플랫폼 게임 빌드하기 

 Visual Studio 에서 디버깅 

 Visual Studio 에서 Unity 스크립트 생성 

 Visual Studio 로 생산성 향상 

 Visual Studio Tools for Unity 는 Unity 에서 네이티브로 지원됨.        그림 4. 유니티 크로스-플랫폼 

 Unity 인스톨러가 Unity 와 Visual Studio Tools 를 모두 설치 

유니티 엔진은 하나의 독보적인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2D/3D 게임 및 상호 컨텐트를 생성합니다. 한 번 

잘 만들면 모든 모바일 플랫폼, WebGL, Mac, PC, Linux 데스크탑, 웹, 콘솔을 포함한 21 개 플랫폼에 배

포할 수 있습니다. 

 

PowerApps 활용하여 사용자 지정 LoB 앱 생성하기 
 

Microsoft PowerApps 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기존 

기업 데이터 소스와 연결된 웹 및 모바일 앱을 빠르게 개

발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제품은 오늘날 비즈니

스 앱 개발 절차에 가장 가까운 분들을 위해 구축되었습

니다. (맞춤 소프트웨어 니즈를 위해 의존하고 있는 시스

템 통합 파트너와 IT 개발자뿐만 아니라 영업 부문의 분석

가, 전문가) 오늘날의 많은 팀에게 비즈니스 앱을 개발하

는 과정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혁신을 위한 요구는 

개발자와 리소스의 능력보다 훨씬 큰 상태입니다.  
그림 2-5. Power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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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Apps 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경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PowerApps Studio 는 

SharePoint Online, Salesforce, and Dropbox 에서부터 SQL Server 와 맞춤 API 까지 사업들이 이미 의

지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Office 같은 비주얼 디자인 환경입니다. 사용자들은 Excel 

스프레드시트, CRM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그 밖의 많은 것에서 기록을 생성하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비즈니스용 웹 및 모바일 최적화 앱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PowerApps 는 앱 제작자

들에게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할수 있게 해주고 연결된 서비스를 가로질러 작용하는 결재 워크플로우 

같은 작업이나 시스템 사이 레코드를 동기화하는 워크플로우 자동화툴을 특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PowerApps 는 다양한 앱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상적입니다. 앱 제작자들은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여 신선한 웹 및 모바일 UI 를 제공함으로써 레거시 시스템을 빠르게 현대화할 수 있

습니다. 다른 단골 프로젝트들은 현장 점검 앱 또는 견적 계산기와 같은 모바일 최적화된 워크플로

우 형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업 절차에 특화되어 있고 카메라, 펜 입력, GPS 위치와 같

은 모바일 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PowerApps 로 IT 개발자는 전통적인 개발 환경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로 비즈니스 전문가는 엑셀과 유사한 기능을 통해 역동적 상호작용을 만들어 낼뿐만 아니라 스크린 레

이아웃, 색상, 테마, 폰트까지 관리하는 데 기존의 기량을 적용함으로써 앱 개발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

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PowerApps 서비스는, 

 

 웹, iOS, Android, Windows 에서 구동되는 크로스-플랫폼 비즈니스 앱을 빨리 개발하기 위한 

기업용 서비스입니다. 

 기업 시스템 및 데이터 커넥터와 통합되며, 인증과 푸시 알림과 같은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합니

다. 

 앱 제작자가 연결된 서비스들을 넘나들며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 자동화 

기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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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백-엔드 서비스 개발 

기업용 로그인과 온-프레미스 리소스 및 SaaS 솔루션에 보안 접속이 되는 모바일 앱을 위한 지능적

인 백-엔드 서비스를 구축하십시오.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견고한 앱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하십시오. 개인화된 푸시 알

림을 분당 수백만 건씩 전송하십시오. 

 

Microsoft Azure(클라우드)와 Microsoft Azure Stack(온-

프레미스)은 팀들이 플랫폼 확장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

에서 벗어나 중요한 코드에 집중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

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완벽한 안식처

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호스팅되고 있는 백-엔드를 가진 모든 모바일 앱은 해당 백-엔드가 인프라 서비스(IaaS)를 사용하

든 플랫폼 서비스(PaaS)를 사용하든 불문하고 연결성과 확장의 혜택을 누립니다. 

 

IaaS 와 PaaS 사이의 균형은 맞춤성과 제어 대(vs) 배포 속도와 유지 보수의 용이성에 있습니다. IaaS 가상 

머신(VM)은 사용자 별로 맞춤 가능한 부분이 많아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서 OS 패치부터 미들웨어와 

구동시간까지 모든 것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에 최적화된 PaaS 의 중요한 부분집합 하나는 보통 백-엔드 서비스 (BaaS) 또는 모바일 

백-엔드 서비스(MBaaS)로 불립니다. MBaaS 는 모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따라오는 연결성과 확장

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푸시 알림, 사용자 인증, 오프라인 시나리오와 같은 흔한 모바일 개발의 시

련들을 위한 일괄 솔루션까지 공급합니다. 
 

주의: 개발자들은 MBaaS 내에서 추상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받지 않으며 맞춤형 모바일 백-엔드를 구축을 

위해 Azure App Service 와 마이크로서비스 내의 API 앱을 이용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전형적인 MBaaS 솔루션(Azure Mobile Apps 와 같은)은 데이터 저장공간, 사용자 인증, 푸시 알림, 소셜 

미디어 통합, 오프라인 동기화, 분석 및 그밖의 것을 추가하기 위한 일괄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MBaaS

의 가치는 개발자가 인프라에 대한 것은 잊고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 전달에 집중할 수 있게 함에 있습니

다. 그러므로 Azure Mobile Apps(Azure App Service 의 일부)는 모바일 개발자가 모바일 백-엔드에게 필

요로 하는 대부분의 요구 사항을 모두 제공합니다. 

그림 3-1. IaaS 에서 Paas 및 MBaaS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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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하거나 더 사용자에게 맞춰진 시나리오에서, Azure Service Fabric 과 같은 PaaS 마이크로서비스 클

러스터가 개발자를 위해 힘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미들웨

어와 OS 패치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데이터와 로직 사이에 지연이 없는 상태 기반 서비스마저도 크게 확장

이 가능합니다. 

Azure App Service 를 이용한 모바일 백-엔드 
 

클라우드 호스팅 백-엔드를 가진 모바일 앱이라면 (그

것이 인프라 서비스든 플랫폼 서비스든) 모두 연결성과 

확장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해 MBaaS 를 선택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따릅니다. MBaaS 솔루션은 연결된 앱 개발을 간소화하

는데 최적입니다. (연결되어 있고, iOS 와 Android 같은 

대중적인  모바일 플랫폼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기 때

문에 대부분의 BaaS 솔루션은 또한 Windows 스토어 앱

이나 Mac OS X 앱과도 동작합니다.) MBaaS 솔루션은 

클라우드에서 앱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를 인증하고 

푸시 알림을 보내는 등의 가장 흔한 모바일 개발 업무와 

관련된 연결 코드를 처리해 줍니다

Azure App Service 는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에서 어디서든 데이터에 연결되는 강력한 웹 그리고 모바

일 앱을 만들기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Web Apps, API Apps, Mobile Apps 그리고 Logic Apps 를 포함

합니다. 

 

Azure Mobile Apps 와 함께하는 모바일 백-엔드 서비스 

Azure App Service Mobile Apps 가 아래의 항목들을 가능케 합니다. 

 

 모바일 앱에 기업용 로그인을 쉽게 추가하고 온-프레미스 리소스(SSO)에 안전하게 접속 

 네트워크 문제발생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강한 앱을 만들어 사용자가 오프라인에서도 데이터를 

생성 및 수정할 수 있게 함 

 백-엔드에서 푸시 알림 서비스(iOS 용 APNS, Android 용 GCM, Windows Phone 용 MPNS, 

Windows Store 용 WNS)를 사용하여 몇 분 안에 수 백 만에게 개인화된 푸시 알림을 발송. 

 SSO 및 AD 또는 Facebook 이나 Twitter 와 같은 소셜 인증 공급자를 이용한 쉬운 인증 설정 

 많은 기업이 그들의 API 나 모바일 앱에서 Azure App Service SaaS 그리고 Salesforce 나 Office, 

Dropbox 와 같은 다른 데이터 커넥터를 사용하여 모바일 앱을 지원하기 위해 쉽게 접속 가능한 

기업용 시스템을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다. 유사하게, 기업이 자신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길 

여전히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위해 Azure Stack 을 사용하는 선택이 가

능하다.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에서의 Azure 기능 전부가 온-프레미스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그림 3-2. Azure Ap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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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들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앱을 위한 속성 가이드를 

포함하여 Azure 포털이나 Microsoft 도구를 통해 Visual 

Studio 또는 기타 IDE 를 위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백-엔드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는 MBaaS 백-엔드

와 함께 모바일 클라이언트 앱을 연결하는 워크플로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Azure App Service 는 Azure 포털을 통해 자산과 인프

라를 쉽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높은 가용성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확

장할 수 있게 합니다. 
 
 
 

Azure App Service Logic Apps 과 함께하는 워크플로우와 업무 절차 
 

Azure App Service Logic Apps 은 모든 기술적인 사용자 또는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비주얼 디자이

너를 사용하여 사업 절차 실행과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게 합니다.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

니다. 

 웹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워크플로우를 가시

적으로 생성 

 웹, 모바일, API 앱 내에서 통합 기능을 딜

리버리 

 SaaS 와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Office 365, 

Salesforce, Google 과 같은 커넥터를 통해 통합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EAI), B2B 및 사업 절차

를 자동화 

 온-프레미스 데이터와 LoB 서비스와 연결 

 
그림 3-4. Azure Logic Apps Designer 와 Azure 포털 

 

Azure Service Fabric 으로 마이크로서비스 만들기 
 

마이크로서비스는 개별 배포 계획을 따르는 수많은 독립적으로 배포가 가능한 서비스들에 기반한 애

플리케이션을 설계함으로써, 거대하고 복잡하며 크게 확장가능한 시스템 내에서 장기적인 유지보수

성을 실현합니다.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는 작은 서비스의 집합으로써 서버 또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접

근 방법입니다. 각각은 고유의 절차 안에서 실행되고, HTTP 와 웹 소켓과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 의사

소통합니다. 각 마이크로서비스는 구체적인 종단 간 도메인/사업 기능을 특정 “경계가 명확한 문맥” 

안에서 실행하고, 자동화된 메커니즘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독립적으로 배포됩니다. 결국, 각 

그림 3-3. Azure Mobile Appe 대시보드와 
Azure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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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관련 도메인 데이터 모델과 도메인 로직 독립권 및 탈중앙화 데이터 관리를 소유하고 마이

크로서비스 별로 상이한 데이터 저장 기술(SQL, NoSQL) 및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서비스는 한꺼번에 함께 확장되는 거대한 한 덩어리의 애플리케이션 블록과 비교하여, 독립

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의 기타 영역까지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대신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더 큰 처리 동력이나 더 넓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기능적 영

역만 확장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알갱이의 마이크로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함으로써 지속 통합과 개발 사례를 가능하게 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새 기능을 출시하는 것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자잘한 알갱이로의 해

체는 또한 격리상태에서 실행하고 테스트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계약이나 인터페이스를 깨뜨리지 

않는 한 내부의 어떤 마이크로서비스 구현도 변경할 수 있고, 연관된 다른 마이크로서비스를 깨지 않

고 새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zure Service Fabric 
 

분산 컴퓨팅과 복잡한 마이크로서비스 배포는 아무 도움 없이 여러분 혼자 할 경우 관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Azure Service Fabric 은 마이크로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성, 배포, 

재생,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배관작업을 제공합니다. 

 

Azure Service Fabric 은 대규모 확장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쉽게 관리되는 클라우드 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분산 

시스템 플랫폼입니다. Azure Service Fabric 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어려움에 대해 고심합니다. 개

발자와 관리자는 복잡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

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신 이것들이 확장가능

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관리 가능하다는 확신

을 가지고 미션 크리티컬하고 부담을 주는 일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십시오. Azure Service Fabric 은 기

업용 수준의 기본이 되는 클라우드 확장 서비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미들웨

어 플랫폼을 대표합니다.  

 

Azure Service Fabric 은 보편적인 배포 환경이며, 이는 여러분이 어떤 언어(.NET 이나 Node.js, Java, 

C++ 포함) 기반의 어떤 실행파일이라도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런타임들(MongoDB 같은)도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Azure Service Fabric 은 마이크로서비스 지향 애플리케이션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웹 앱이나 서비스)을 호스트하고 배포하여 확장성, 로드밴

런싱, 쾌속 배포와 관련된 많은 혜택을 즐기는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3-5. Azure Service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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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로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구현하기 
Azure 는 개방된 생태계이며, 관계형 SQL 데이터베이스와 NoSQL 데이터베이스, blob/파일 저장, 캐시 서

비스와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을 제공합니다. 

 

Azure SQL Database 를 이용하는 SQL 데이터베이스 
 

SaaS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개발자는 Azure SQL Database 를 사용하여 폭발적인 성장과 수익

성이 모두 있는 사업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확장 능력에 기반하여 높은 성능과 

높은 사용성 그리고 보안에 딸려오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탄력있는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도구. 탄력있는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개발자들은 확장을 위한 데이

터베이스 그룹 사이에서 사용할 리소스를 모을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상 스크립트를 제

출함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행정상에서 관리될 수 있고, SQL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서 스크립트를 수행합니다. 
 
 고성능. 고처리 애플리케이션은 프리미엄 데이터베이스 동력을 25 퍼센트 더 전달하는 가장 최

신의 버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업과 복제, 고가용성.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의 Microsoft 가 보장하는 SLA 및 내장된 복제 기

능은 재앙적 사건에 대항해 앱 지속성과 앱 보호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활성화된 지오리플리케

이션과 언제 어디서 장애극복을 할 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합했을 때, “oops 회복” (35 일 이

내의 가능한 데이터 백업으로부터 데이터 복원)에 대한 완전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제로에 가까운 유지비용. 자동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의 일부로, 시스템 내장 복제는 내재된 데이

터 보호와 데이터베이스 가동시간, 시스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돕습니다. 시스템 복제는 오

래된 시스템이 장애가 났을 때, 자동으로 새 컴퓨터로 이동됩니다. 
 

 보안. SQL 데이터베이스는 조직 또는 산업에 규정된 정책 준수를 충족하는 보안 기능 포트폴리오

를 제공합니다. 회계심사는 개발자가 준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활동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개발부서와 IT 부서는 로우-레벨 보안과 동적 데이터 마스킹 그리고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투명한 데이터 암호화로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

을 돕는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의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는 HIPAA BAA 와 

ISO/IEC 27001:2005, FedRAMP, EU Model Clauses 와 같은 핵심 Azure 준수 증명 및 승인 범위의 일부로서 

핵심 클라우드 감사에 의해 검증됩니다.) 

 

Azure DocumentDB 를 이용하는 NoSQL 데이터베이스 
 

Azure DocumentDB 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내부에서 직접 JSON 과 JavaScript 를 네이티브하게 지원

하기 위해 밑바닥부터 철저히 설계된 NoSQL 문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DocumentDB 에 대

한 코드 작성은 간단하고, 접근 가능하며 공개되어 있으며, 커스텀 인코딩이나 JSON 또는 JavaScript

로의 확장이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아래의 항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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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적이고 확장가능한 모바일 및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트랜잭션 데이터 프로세싱과 견고한 

질의를 고유하게 조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십시오. 개발자는 JavaScript 기반의 맞춤 질의 연

산자 또는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로 DocumentDB 의 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개발 CRUD 와 쿼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간단한 RESTful HTTP 인터페이스에 대한 

JavaScript 프로세싱을 통해 신속하게 개발하십시오. 개발자는 JavaScript 와 Java, Node.js, 

Python, .NET 용 SDK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zure Storage 를 이용한 저장소  
 

Azure Storage 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구성, 사용가능성, 확장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현

대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저장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

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과 하이퍼스케일을 제공하여 저장 공간 증가가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 페

타바이트 급 저장공간) 개발자가 계정 당 500TB 를 늘릴 수 있으며, 하나의 구독은 50 개까지 저장소 

계정을 지원합니다. 개발자들은 저장공간에 접근하기 위해 REST 기반 API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Virtual Machine 에서 수행되는  I/O-집중 작업부하를 위한 고성능, 저지연 디스크를 지원 받으십시오. 

그것은 극도로 내구성이 강하고 가용성(복제)이 높습니다. 

 

 Azure Blob Storage (Object Storage). 문서와 미디어 파일과 같은 비구조화된 데이터 저장 

 Azure Table Storage 구조화된 NoSQL 데이터 용. 

 Azure Queue Storage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할 때 

 SMB-기반 Azure File Storage 기존 또는 새 애플리케이션 용 

 

캐시 저장을 위한 Azure Redis Cache 
 

Azure Redis Cache(오픈 소스 Redis 캐시 기반)는 개발자에게 Microsoft 에 의해 관리되며, Azure 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접근 가능한 안전한 전용 Redis 캐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 줍니다. 지연 시

간은 줄이고, 처리량을 높이는 Redis 엔진의 기능을 활용하여 심지어 사용자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애

플리케이션이 더 잘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분리, 분산된 캐시 층은 애플리케이션의 컴퓨팅 자원

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티어만 독립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Azure 

Redis Cache 는 Azure 포털을 통해 쉽게 관리(예를 들어, 상태와 성능 감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 Microsoft Azure 는 빅데이터 및 분석에 관련된 추가적인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지만, 이 백서는 

모바일 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zure 의 빅데이터 및 분석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Azure 

HDInsight, Azure Data Lake 나 Azure SQL Data Warehouse 를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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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Stack 을 활용한 온-프레미스 백-엔드 시스템 
 

Microsoft Azure Stack 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이 더 많

은 것을 달성하게 돕고자 여러분의 조직이 고유의 데이터센터에서 Azure 서비스를 올릴 수 있게 합

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힘을 얻으면서도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민첩함을 위해 데이터센터 

제어력도 유지하십시오.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어느 곳에 보관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고유 

데이터센터에 하거나 또는 호스팅 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연중 바쁜 어느 때든 개

발 테스트를 위해서든 여러분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확장을 위해 공공 클라우드 리소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는 고유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검증된 그 혁신

을 여러분의 데이터센터로 전해 드립니다. 

 

 
그림 3-6. Azure Stack 

 

Azure Stack 은 컴퓨팅 클라우드 모델을 모든 데이터센터로 가져와 Azure 의 비전을 확장시켰습니다. 

Azure Stack 는 각 조직이 고유 데이터센터에서 Azure 와 맞는 방법으로 Azur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제품입니다. 
 

각 조직은 이들 Azure 서비스를 데이터센터 리소스로부터 생성하여 개발자와 IT 전문가가 Azure 에

서 찾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셀프-서비스 경험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합니

다. 이렇게 개발자들이 “한 번만 작성하고, Azure 또는 Azure Stack 으로 배포” 접근법을 사용하여 그

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됩니다. 그 이유는, Azure API 가 리소스가 관

리되는 곳과 무관하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Azure Stack 은 단순히 Azure 의 확장입니다. 

 

모바일 앱 용 온-프레미스 서비스: Azure Stack App Service 
 

Azure Stack App Service 는 온-프레미스 설치를 위한 Azure App Service 입니다. 이 서비스는 웹과 

모바일, API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조직들은 Azure 에서 하는 것처럼 Azure Resource Manager (ARM)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Marketplace 로부터 Azure Stack App Service 안에서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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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는 Azure Stack 을 가지고 클라우드에 있는 Azure App Service 에 배포한 것과 동일한 API 를 

사용하며, (ASP.NET Web API 와 같은) .NET 기반의 서비스 또는 (Node.js 와 같은) 비 Microsoft 기술 

기반의, 온-프레미스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쉽게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Microsoft Azure 를 활용한 IoT 백-엔드 플랫폼 
Azure IoT Suite 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원격 모니터링이나 예측 가능한 유

지 보수와 같은 공통의 IoT 시나리오를 다루며, 미리 셋팅된 이 탄력적인 솔루션 집합을 통해 개발자

들은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Azure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시뮬레이션 장치를 포함하여 완벽하고 

효과 있는 종단 간 솔루션입니다. 
 

Azure App Service 와 모바일 앱의 통합으로, 개발자는 IoT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Azure 로 넘기

고 그 데이터로 운영을 수행하며 데이터와 기타 API 를 클라이언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IoT 시나리오에서 주목하고 있는 Azure 제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zure IoT Hub. 개발자는 새 장치 및 기존 장치에 쉽고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Linux 와 

Windows 를 포함한 다수의 플랫폼을 위한 오픈 소스 장치 SDK 를 사용하여 연결된 장치에 신뢰

가게 그리고 안전하게 명령 및 알림을 전송하고 메시지 전달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Azure Event Hubs. 고가용성을 갖춘 배포-구독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초당 수백만 이벤트

를 수용할 수 있으며, 다수 앱으로 스트리밍 가능합니다. 이로서 개발자들은 연결된 장치에 의

해 생성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분석하며 어떤 실시간 분석 공급자 또는 일괄처리/저장 아답

터를 써서 데이터를 변형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Azure Stream Analytics.  개발자는 단말기, 센서, 인프라, 실시간 원격 관리와 모니터링과 같은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실시간 통찰을 얻거나 모바일 폰과 커넥티드 차량과 같은 장치로부터 

통찰을 얻기 위한 저비용 솔루션을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Azure Machine Learning. 클라우드 기반의 이 강력한 예측 분석 서비스는 분석 솔루션과 같은 예

측 모델의 빠른 생성 및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서비스는 모델 예측 분석의 도구를 제공할뿐

만 아니라 준비된 웹 서비스로서 예측 모델을 배포하기 위한 완전히 관리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Azure Machine Learning 은 클라우드에서 완벽한 예측 분석 솔루션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측 모델을 빠르게 생성하고 테스트하며 운영화하고 관리합니다. 

그림 3-7. Azure 에서의 IoT 서비스 아키텍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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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모바일 DevOps 
 
Visual Studio Team Services, Team Foundation Server, Xamarin Test Cloud 와 HockeyApp 은 팀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모바일 앱과 백-엔드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 테스트, 배치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발자와 IT 운영자 용 복합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Visual Studio 와 Visual Studio Team Services 로, 온-프레미스에서는 Team 

Foundation Server 로, 개발 팀은 모든 타겟 플랫폼 (iOS, Android, Windows) 을 대상으로 생산적

으로 빌드, 테스트,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팀은 (Git 또는 TFS 을 통해) 자원을 관리할 수 있고, 

스크럼과 버그 추적 관리를 통해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도구는 VSTS 를 이용한 글로벌 빌드에서 Xamarin Test Cloud 를 이용한 테스트와 

HockeyApp 을 이용한 모바일 장치로의 배포, 개발자에게 앱에 대한 피드백과 충돌 분석을 제공

하는 것까지 iOS, Android, Windows 장치 앱들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코

드를 커밋할 때마다 빌드가 시작되어 테스트 사용자에게 앱이 배포됩니다. 충돌 데이터와 스크린

샷을 포함한 사용자 피드백이 앱 실행 시 수집되며, 다음 주기를 위한 작업 아이템으로 되돌아옵

니다. 

그림 4-1. VSTS, Xamarin Test Cloud 그리고 HockeyApp 으로 모바일 Dev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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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개발의 복잡도는 신규 단말기, 신규 폼팩터 그리고 새 운영 체제 버전으로 인해 지속적

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Android 는 만 가지 이상의 단말기 모델에서 작동하며, iOS 개발자조차 

이제는 iOS, tvOS, watchOS 를 위한 범용 앱 개발 시 다섯 가지 서로 다른 단말기 타입과 10 가지 

스크린 해상도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전체 

수명 주기를 반드시 자동화해야만 합니다. 구축과 배포뿐만 아니라 버전과 테스트 사용자 관리, 

피드백과 원격 측정까지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VSTS 는 아래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VSTS/TFS 소스 코드 관리 (Git 또는 Team Foundation Version Control 기반), 애자일 계획 (애자일

과 스크럼, CMMI 가 지원됨), 지속 통합, 릴리스 관리, 그리고 애자일 팀을 위한 기타 도구들 

 VSTS/TFS 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앱을 위한 지속 통합, 테스트, 전달, 릴리스 관리 파이프라인을 쉽게 

구축하도록 (iOS 빌드를 위해 로컬 Mac 을 활용할 것인가 원격 Mac 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옵션을 포

함하여) 하는 당사자 및 제 3 자 확장기능에 대한 강력하고, 성장 중인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VSTS/TFS 빌드는 HockeyApp 으로 바로 스트리밍하여 테스터들에게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앱이 테스터의 단말기에 설치된 후, HockeyApp 이 데이터 사용량과 충돌 보고, 사용자 피드백 

스크린샷을 수집하고 다음 빌드가 준비되면 경고를 보여줍니다. 순환이 끝나면, HockeyApp 은 

자동으로 새로운 충돌 그룹 또는 피드백 쓰레드를 위한 작업 아이템을 생성하고 동기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VSTS/TFS 는 HockeyApp (테스트와 A/B 실험, 베타 피드백 관리, 충돌 데이터를 위한)나 공개 스

토어와 같은 릴리스 솔루션을 제공하여 DevOps 수명 주기를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Azure App Service 는 백-엔드를 위한 DevOps 도 지원하여 개발, 준비, 출시를 위한 슬롯을 설정

하고 정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위한 부분으로, VSTS 에서부터 통합이 되어 이들 슬롯 

전반에서 모바일 서비스의 설정, 배포 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VSTS/TFS 를 활용하여 팀과 프로젝트 관리하기 
 

개수에 제한 없는 개인 Git 및 Team Foundation Version Control (TFVC) 저장소 생성 능력으로, VSTS

와 TFS 는 팀이 분산된 또는 중앙화된 버전 컨트롤 중 어떤 쪽을 선호하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사이즈

의 팀이 필요로 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브랜칭과 풀 리퀘스트 지원은 현대적인 협업 플로우를 가

능하게 하고, 게이트식 개발와 코드 리뷰는 최고의 사례들을 강제할 수 있게 합니다.. 
 

민첩해지십시오. 백로그와 맞춤형 칸반 보드로 작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작업

을 추적하십시오. 작업 아이템은 코드로 직접 링크되어 투명성을 보장하며, 쉬운 보고를 위해 풍성

한 대쉬보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연한 버전 컨트롤.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산된 버전 컨트롤을 위해서는 Git 를 사용하

고, 중앙집중화된 버전 컨트롤을 위해서는 TFVC 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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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의 비공개 저장소. 여러분의 개발 프로젝트 개수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VSTS/TFS 는 어떤 프로젝트에도 Git 또는 TFVC 저장소를 필요한 만큼 많이 생성할 능력을 

팀에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협업 워크플로우. 브랜치 기능은 개발 프로젝트에서 리스크를 격리해 줍니다. 풀 리

퀘스트는 메인 라인으로의 병합을 위해 협력과 코드 리뷰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를 제공합

니다. 

 브랜치 정책. 모든 코드 제출이 코드 리뷰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최선의 방법을 따르도

록 하며, 게이트식 빌드로 빌드가 깨지는 경우를 없앴습니다. 

 IDE 통합.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언어와 개발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버전 컨트롤이 아무 Git 클

라이언트(Xcode 포함)는 물론 언어 역시 어떤 것이든 지원합니다. Java 팀은 Eclipse 와 IntelliJ 

용 무료 플러그인을 통해 코드와 작업 아이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Ant 또는 Maven 의 config 

파일에 기반하여 지속 통합 빌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빌드 통합.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컴파일하고 테스트하는 빌드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관리하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또는 자동화된 지속 통합 전략의 일부로도 가능합니다. 

 백로그.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을 빠르게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잘게 나누십시오. 우선순위

를 매기는 것은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쉽게 순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업무를 여러

분 백로그의 상단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크럼 계획짜기. 스크럼 팀은 퇴근 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팀 기반의 능력치 계획을 사용하

여 스프린트를 계획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업무를 배정한 후 실시간 번다운 차트로 스프린트

를 통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십시오. 

 태스크 보드. 목적에 맞는 Taskboard 를 사용하여 스프린트를 운영하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

할 때 그것을 Taskboard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일 미팅을 짧고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팀 구성원 

또는 스토리에 따라 보드를 피봇하십시오. 

 맞춤 질의. 질의를 이용해 프로젝트와 상황마다의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를 추적하고 정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춤 쿼리를 생성하여 묵은 업무나 진전을 막는 장애물, 주의를 요하는 백

로그 아이템을 찾아보십시오. 

 

VSTS/TFS, Xamarin Test Cloud 그리고 

HockeyApp 을 활용한 지속통합,배포,릴리스관리 
 

 

VSTS 와 TFS 에서 종합적이지만 사용이 쉬운 지속 통합 지원을 활용하면, 개발자들은 사용자 정의 스

크립트를 수백 줄 쓸 필요 없이 어떠한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가능한 자동화된 빌드와 테스트 서버를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대신, 고품질의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데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개량된  VSTS 와 TFS 의 핵심 부분은 완

전히 크로스-플랫폼이며, 빌드-전 작업에 대한 라이브러리와 전체적으로 새로워진 확장 기능 마켓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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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과 함께 경량의 태스크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으로, 빌드한 것들이 Windows, Linux 또

는 Mac 기기에서 유래 없이 모바일 장치와 서버 기반의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면서 작동합니다. 

더 나은 출시 민첩성을 얻기 위해서는, VSTS/TFS 의 새로운 릴리스 관리(RM) 기능은 업데이트를 

베타 및 공식 스토어에 게시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주는 지속 배포(CD) 서버를 설치할 수 있

게 해주는 동시에, 조직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데 필요한 제어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속 통합. 네이티브(Android, iOS, 

Windows)와 크로스-플랫폼(Xamarin, 

Cordova,  React Native) 모바일 앱 양

쪽 모두를 위한 CI 서버 설치 시 

Microsoft 및 비 Microsoft (Node.js, 

Java) 기반 서버 기술과 더불어 태스크 

기반으로 사용이 간단해졌습니다. 

 

 지속 테스트. 빌드들은 통합된 테스트 

결과를 보여줍니다. 테스트 결과는 

Grunt, Gulp, xctool, Gradle 등을 사용

하여 수행되며, 에러 발생 시 자동적으

로 작업 아이템을 생성해 줍니다. 

 

 테스트 클라우드. Xamarin Test Cloud 또는 Perfecto Mobile, Sauce Labs 그리고 Keynote 와 

같은 파트너를 이용하여 빌드/테스트 파이프라인 통합은 CI 빌드의 일부로서 통합 및 UI 자

동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빌드 에이전트. VSTS (Windows)와 MacinCloud (OS X)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호스팅 빌드 머

신을 활용하거나, 온-프레미스 TFS 또는 클라우드 호스팅 팀 서비스 인스턴스와 통합된 자체 인

프라에서 작동하는 셀프 호스팅 빌드 에이전트를 설정하십시오. 

 

 지속 배포. HockeyApp (베타)에 게시하는 지, Google Play 나 App Store (출시앱용)에 게시하는

지와 무관하게 모바일 앱 배포를 자동화하십시오. Chef, Docker 등과 함께 Azure 배포 작업을 

사용하여 모바일 앱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배포하십시오. 

 

 릴리스 관리. 앱을 위해 복수 개의 환경(QA, 준비, 출시)을 설정하십시오. 각 환경은 업데이트

가 의도와 달리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과 사후 승인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4-2. VSTS 활용 가능한 팀 빌드 업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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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Microsoft 가 직접 만든 확장 기능뿐만 아니라 제 3 자 서비스 확장 기능까지, 풍부한 생

태계가 여러분에게 CI 와 CD 경험을 여러분에게 더욱 맞춰드립니다. 

 

HockeyApp 을 사용한 베타 배포 프로그램 관리하기 
 

HockeyApp 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전반의 베타 버전들을 관리해주는 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베타 버전 생성 및 관리의 모든 워크플로우가 지원됩니다. 

 

베타 빌드는 수동으로 하는 로컬 개발 머신 빌

드에서부터 CI 서버와의 통합까지 빌드를 만들

어내는 개발팀의 워크플로우와 통합을 통해 간

단하게 업로드됩니다. HockeyApp 서비스에 베

타 빌드들을 올려놓고 쉽게 관리하십시오. 

 

HockeyApp 으로 테스터 및 내외부 베타 고객

의 단말기로 직접적인 무선 전달이 가능해집니

다. 중앙화된 대쉬보드를 통해, 테스터들은 웹 

또는 네이티브 모바일 앱을 통해 접근 가능해

져 베타 앱과 모든 사용 가능한 버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림 4-3. 단말기 배포를 위한 HockeyApp 앱

새로운 버전을 알리는 모바일 앱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특정 버전으로의 업데이트를 요구하여 쉽게 

사용자들을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HockeyApp 은 사용자와 장치를 위한 풍부한 관리 툴 세트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Google, 

Facebook, Twitter, Microsoft, 그리고 Azure Active Directory 와 같은 일반 SSO 공급자에 존재하는 

기존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URL 링크 또는 이메일을 통한 자동 모집 및 초대를 통

해 새 테스터를 모으십시오. 앱과 베타 버전들로의 접근을 사용자 별로 또는 팀별로 심지어 특정 버

전까지 내려가서 세밀하게 컨트롤하십시오. HockeyApp 은 또한 장치 테스트 커버리지를 이해하기 

위해 iOS 용 UDID 관리를 도우면서 사용자 장치 정보를 수집합니다.  

 

HockeyApp 을 사용한 운영 및 행동 분석 
 

사용 지표와 애플리케이션 충돌 분석과 더불어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추적하십시오. 강력한 대쉬

보드로 각기 다른 뷰와 세부 단계(세그멘트 데이터에서부터 하나의 사건을 들여다보기까지)를 위

해 필터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상의 충돌 행동을 이해하는 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수적입니다. 충분히 오픈 소스 

SDK 와 HockeyApp 통합하게 되면 매 애플리케이션 충돌마다 고도로 신뢰할 수 있는 자동 충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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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집니다. HockeyApp 충돌 수집은 대부분의 메이저 모바일 플랫폼 (iOS, Android, Windows, 

Xamarin, Cordova, React Native 및 기타)에서 네이티브로 지원됩니다. 

 

HockeyApp 대쉬보드는 앱 소유자에게 사용자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자동 스크린샷을 포함한 충돌 및 

사용자 피드백 요약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림 4-4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플랫폼 상의 충돌 보고를 

유사성에 따라 그룹지어 줍니다. 

 
 
 
 
 
 
 
 
 
 
 
 
 
 
 
 
 
 
 
 
 
 
 
 
 

 

그림 4-4. 모바일 앱 분석을 위한 HockeyApp 포털 
 

강력한 충돌 분석 도구들을 즐겨보십시오. iOS 와 .NET 네이티브 코드에 대한 완벽한 심볼화 지원과 

Android 에서의 ProGuard 난독화 해제는 모든 충돌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스택

호출 흔적으로 제공합니다. 충돌 자동 그룹핑은 원인이 동일한 충돌을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버

그 추적 시스템 과의 통합은 알림을 위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해주고, 충돌 결함의 상태 추적을 가능

하게 합니다. 충돌 보고를 보기 위해서 HockeyApp Mac 앱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IDE 내에서 충돌이 

발생한 코드의 라인으로 바로 따라가보십시오. 플랫폼 이슈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각 충돌마다 장

치와 OS 배포를 파악하십시오. 각 충돌 대해 총 영향받은 사용자 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얻어내어 더 

빠른 우선 복구 순위 분류가 가능합니다. 

. 

기초적인 사용자 행태를 자동적으로 학습하십시오. 별도 코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애

플리케이션과 각 버전의 DAU, MAU, 사용자 세션을 완전히 이해하십시오. 맞춤 이벤트로서 어느 

사용자 행동이든 트랙킹하여 사용자 행태를 깊게 파고드십시오. 고객의 경험에 대한 스크린샷을 

공유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앱 최종 사용자에서 개발팀까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피드백을 통

해 최종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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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Mobile Engagement 를 활용하여 모바일 고

객 통찰, 마케팅 캠페인 향상하기 
 

Azure Mobile Engagement 은 SaaS 사용자-참여 플랫폼으로 실시간 사용자 세그멘테이션과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최종 사용자의 모바일 앱 사용에 대한 데이터 주도의 통찰을 제공하고, 푸시 알림

과 인-앱 메시지를 문맥에 맞게 보낼 수 있습니다. 

 

Azure Mobile Engagement 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게시자와 마케팅 전문가는 앱 사용자를 

더 잘 이해하고 이들과 상 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한 실시간 적용 가능한 분석 
 

빅 데이터 모음을 실시간 메시지 프로세싱과 결

합하여 사용자 행태와 인구 정보에 의거한 참여 

시나리오를 시작하십시오. Mobile Engagement

는 특정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관련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

러분은 핵심성과지표(KPI)를 측정하기 위해 맞

춤 대시보드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사용 경로에

서 병목점을 빠르게 찾아내어 고치고, 유지력과 

사용자 충성도를 추적하여 그 다음 어떤 캠페인

이 가장 높은 투자 대비 수익을 이끄는지 결정

할 수 있습니다. Mobile Engagement 의 전방위 

사용자 경로 뷰로 여러분은 쉽고 지속적으로 사

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최적화하여, 더 높은 재방문율과 개선된 앱 사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푸시 및 커뮤니

케이션 플랫폼 

 

Mobile Engagement 는 인-앱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

고, Google GCM, Apple APNS, Microsoft MPNS 와 같

은 네이티브 푸시 알림 게이트웨이로 매끄럽게 작동합

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고유의 고객 세그먼트

를 밝히기 위한 사용자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캠페인을 생성할 힘을 줍니다. 

이것은 고도로 효율적이고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에 도달함으로써 앱 개발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림 4-5. 사용자 경로와 앱 사용 분석 

그림 4-6. Azure Mobile Engagement 로 

생성한 푸시 알림에 기반한 마케팅 캠페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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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PI 및 통합 용이성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open API 와 SDK 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은 기존 CRM 이나 CMS, 기타 백

-엔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 타겟팅을 개선하고 투자

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VSTS, Azure 그리고 Application Insights 를 활
용한 백-엔드 모바일 서비스 DevOps 

 

개발자와 테스터는 쉽고 빠르게 출시 상태와 흡사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Azure 의 템플릿을 이

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Visual Studio 또는 VSTS 로 시작할 수 있는데 매 체크

인마다 자동화된 빌드를 시작해주고, 자동화된 배포(CD)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7. VSTS, Azure 그리고 Application Insights 를 활용한 DevOps 서비스 

 

개발자들은 배포의 매단계에서 자동화된 테스트를 생성하고, 배포 전후에 필요한 검증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Azure Resource Manager. 개발자들은 소스 컨트롤에 저장되어 있는 ARM 템플릿을 

사용하여 이미 손에 익은 툴을 가지고 가상 머신 및 모든 Azure PaaS 구성요소를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Azure Marketplace 템플릿. 개발자는 대단위 리퀘스트와 다중 클라이언트 테스트, 현실적인 

분산 부하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의 스케일과 저항력을 동시 입증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실제 상황을 위한 테스트 도구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zure Marketplace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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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테스트 프레임워크와 서비스 호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기능 및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Visual Studio Team Services 부하 테스트 서비스의 온디맨드 및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구상의 다양한 Azure 데이터센터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무제한으로 가

상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Application Insights 를 활용하여 

백-엔드 서비스 상태 분석하기 

 
 

Application Insights 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확장 분석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동 이슈를 감지하고 진단할 수 있게 도우며, 사용자가 실제로 앱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사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돕고자, 개발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림 4-8. Application Insights 

 

 

광범위한 플랫폼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상에서 호스팅되는 .NET 또는 J2EE) 위에서 웹/서비스 및 

독립형 앱 양쪽 모두와 잘 작동합니다. 

 

Application Insights 는 개발 팀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를 더 잘 파악하고,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 패턴을 분석. 

 페이지 뷰, 신규 및 재이용 사용자, 지리적 위치, 플랫폼 및 기타 핵심 사용 통계를 계산. 

 각 기능 성공을 가늠하는 사용 경로 추적. 

 성능 이슈를 감지하고 상태를 분류, 진단. 대부분의 사용자가 알아차리기 전에 이를 해결. 

 성능 변화 또는 충돌 시 경고. 

 응답 시간, CPU 사용, 종속성 점검과 같은 성능 이슈를 진단을 돕는 지표 발굴. 

 웹 앱 유용성 테스트 

 예외 보고와 경고로부터 이해력 증진 

 강력한 진단 로그 검색 (선호하는 로그 프레임워크로부터 로그 추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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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HAPTER 5 

모바일 앱 보안 및 관리 
 

개발자들은 모바일 앱 보안을 구축할 수 있고, IT 매니저들은 데스크탑 인프라와 함께 기업의 BYOD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관리된 모바일 앱과 장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보안 
 

다양한 모바일 앱 기술과 모바일 백-엔드에서, Microsoft 는 개발자들이 모바일 앱 전략을 생성하

는 데 조언을 드리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전략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데이터 암호화 같

은)하는 모바일 앱을 생성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제공(Azure Active Directory 를 이용한 SSO 같은)

하기 위한 구성 요소부터 IT 매니저가 기업 환경에서 앱과 장치 배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또 이것은 Microsoft Intune 과 Microsoft Enterprise Mobility 를 이용한 

MAM/MDM 기능을 통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림 5-1. 보안 주요 핵심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IT 부서 및 개발 부서 시나리오를 다루는 모바일 앱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많은 

보안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림 5-1 과 이후 설명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ID, SSO, 인증, 권한 부여. Azure App Service 와 SDK 는 개발자가 SSO 지원 용 Azure 

Active Directory, Active Directory, 또는 그밖에 Twitter, Facebook, Google 과 같은 소셜 로그인 시

스템과 같은 여러 수단으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다단계 인증과 API 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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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접근을 통해 더욱 세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zure App Service 는 개

발자에게 간단한 인증 액세스를 제공하여 토큰 관리를 하고 기업형 백-엔드 시스템과 SaaS 공급자

를 아우르는 연합 인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백-엔드 API 관리. Azure API Management 를 사용하여 Azure 포털에서 비즈니스 및 운영 이해도

를 높이고, 내부 팀, 파트너, 개발자 사이에서 API 소비를 유도하십시오. API 관리는 사용자 역할 

감시, 사용 계획 및 할당량 생성, 페이로드 변환 정책 적용, 제한 설정, 분석, 모니터링, 경고 등 여

러분이 종단 간 API 관리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휴면 데이터(로컬 암호화) 또는 동작 중인(통신) 데이터. Azure 모바일 앱 SDK 는 오프라인/온라인 

시나리오에서 로컬 장치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하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Azure SDK

가 있거나 없을 경우의 특정 앱 시나리오를 위해 개발자는 SDK, Cordova 플러그인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조 및 맬웨어 검출. 

 키, 인증서, 암호. Azure Key Vault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 관리 (MAM/MDM). 

 

ID, SSO, 인증, 권한 부여 

 

 SSO 기업 인증 및 권한 부여, Azure Active Directory, 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 

Active Directory 는 Azure Active Directory 와 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 (ADFS)를 통

해서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모두를 위한 업계 최고의 ID 서버를 제공합니다. 개발자들은 AD 

내에서 안전하게 권한 부여, 인증, 정보 접근할 수 있으며, 모든 주요 네이티브 및 크로스-플랫폼 

모바일 및 서버 쪽 기술에서 사용 가능한 강력한 Active Directory Authentication Library (ADAL)

를 통해 저장공간을 비롯하여 단말기 레벨의 SSO 와 MFA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Intune MAM 기능에는 어떤 앱을 위한 AD 에 대응하는 강제 인증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서 기업의 민감한 앱과 데이터로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부가적으로, Azure 

Active Directory Identity Protection 과 같은 제품은 보안을 인식하는 조직에 Microsoft ID 서비

스를(IDaaS) 솔루션을 자신있게 구현합니다. 

 인터넷 인증 소셜 인증 공급자. Azure App Service Authorization 은 Android 와 iOS, Windows, 

Xamarin, Cordova 를 위한 Azure Mobile Apps 라이브러리, 플러그인, SDK 를 통해 서비스와 웹 

앱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도 Azure AD, Facebook, Twitter, Google, Microsoft 계정에 대한 인

증을 위해 통일되고 간소화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공통된 인터페이스가 의미하는 것은 개발

자들이 공급자 인터페이스 변경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이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

입 시 새로운 인증 공급자를 즉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Azure AD 는 B2C 지

원에 대한 미리보기를 가지고 있어 로그인 관리, Facebook, Google, LinkedIn,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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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계정에서의 자격 증명 사용, Azure AD 기업 계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능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Android, iOS, Windows 네이티브 앱에서 프리뷰(PREVIEW) 단계이며, 

곧 다른 기술에서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역할 기반 접근 제어 (RBAC), 권한 관리 . Azure AD 와 ADFS 는 모바일 앱에서 RBAC 설정을 위한 

필수적인 디렉토리입니다. 조직은 AD Graph API 를 사용하여 평가되는 Active Directory 그룹을 

통해 앱에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역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앱 레벨 접근 제어와 더불어, .NET 과 

Node.js 와 같은 서버 기반 기술에 광역 ADAL 지원이 되어 조직이 특정 서버 측 데이터 소스에 접

근을 제공 또는 제한하는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여 보안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

우드에서, Azure Mobile Apps 는 Easy Tables 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RBAC 를 가동시키는 절차

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asy Tables 는 개발자가 맞춤 권한 부여 제어를 구현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준비해 줍니다. 결국, Azure Rights Management 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Office 

API 를 사용하는 앱까지 확장하는 Office, SharePoint, OneDrive 저장된 데이터에 타이트한 역할 

기반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복합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통신 보안 
 

 키 관리. SSL 은 모든 보안 통신을 위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제공하며, 모든 Azure 서비스는 

SSL 기반의 통신을 지원합니다. Azure Key Vault 는 민감한 인증서, 키, 암호를 안전한 심사를 거

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중앙 서비스로 집중시킴으로써, 그리고 앱이 이 사항을 직

접 유지할 필요성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기반 통신 보안의 전반을 개선하게 돕습니다. 

중앙화하게 되면 키 자체에 더 미세한 단계의 컨트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앱이나 서비스를 

재배포해야하는 일 없이 조직이 규칙적으로 전역으로 키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VPN 과 Wi-Fi 액세스. Microsoft Intune 은 모바일 장치 리소스 접근 제어 정책을 강제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줍니다. Intune 을 활용하여 장치 프로파일을 관리할 수 있게 돕는 키 서

비스 접속을 위해 VPN 이 필요하거나 보안 Wi-Fi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위협 요소 분석 

 ID 보호. Azure Active Directory Identity Protection 는 실시간으로 공격을 감지하여 위험을 알리고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제어를 적용함으로써 ID 를 보호해주고 다음 단계로의 접근 관리를 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무차별 암호 대입 공격, 자격 증명 유출, 평소와 다른 지역에서의 로그인, 감

염 장치 등과 같은 신호에 기반하여 의심이 가는 활동을 감지하고 이들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실

시간으로 재설정을 권유해줍니다. 이러한 의심이 가는 활동에 근거하여, 사용자 위험 심각성이 

계산되고, 위험 기반 정책이 설정되어 자동으로 여러분 조직의 ID 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기반 정책은 Azure AD 와 기타 EMS 서비스에 의해 제공

되는 다른 조건부 액세스 제어와 더불어 암호 재설정 요청과 MFA 를 포함한 자동 재설정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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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거나 공급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 ID 를 보호하고자 하는 Microsoft 의 십 년 간의 경

험 위에 구축된 것이며, 거짓 긍정 비율과 노이즈를 줄이는 특별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위협 요소 감지. Microsoft Advanced Threat Analytics (ATA)는 정상과 비정상 엔터

티(사용자, 장치, 리소스) 행동을 자동으로 학습, 분석, 확인하여 고급 타겟팅된 공격으로부터 기

업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온-프레미스 제품입니다. ATA 는 조직의 보안 그래프를 구축하고 진보

된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위해 부가 데이터 리소스(SIEM and Active Directory)뿐만 아니

라 심도있는 패킷 검사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장치 타입과 운영 체제 버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ATA 가 모든 인증과 권한 부여를 감시합니다. 

 SaaS/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보안. Microsoft Cloud App Security 은 Microsoft Adallom 인식에 

기반한, 복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더 깊이있는 

가시성과 더 강한 제어, 높아진 보안을 제공합니다.  

 맬웨어 검색. 내부 사용자용 앱을 만들 때, Intune 모바일 기기 관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

리 솔루션은 Android 에서 맬웨어를 검출하고 탈옥 또는 루팅 상태의 iOS 및 Android 장치를 보

고합니다. Intune MAM 기능도 그 자체만 이용하기 위해 또는 기존 MDM 솔루션을 보완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치 내 데이터 보호 (휴면 데이터) 
 

기본 장치 암호화 기능과 크로스-플랫폼 플러그인 및 구성요소가 앱 개발자에게 나름 어느 정도

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Microsoft Intune MAM 기능은 모든 로컬 데이터의 암호화를 

비롯하여 앱 수준에서의 정책을 강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방법은 보안을 높이는 방법 중 

마찰이 적은 방법입니다. 
 

Intune 은 Android 와 iOS 장치를 위한 MAM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앱 래핑 도구와 앱 SDK 입니다. 앱 래핑 도구는 내부 LoB Android 및 iOS 앱에서 구동될 

수 있으며, 앱 작동 중 잘라내기/복사/붙여넣기와 같은 특정 기능 제한, PIN 요청, 앱 수준의 암

호화 요구와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합니다. Intune App SDK 는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앱

이 개인 정보는 손대지 않고 기업 데이터만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사용자가 데이터를 개인

적인 앱 연결 서비스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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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모바일 앱 및 단말기 관리 
 

Enterprise Mobility Suite (EMS)의 일부분으로, Microsoft Intune 은 기업에 모바일 장치와 PC, 앱 

관리 능력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생산성을 갖추게 하고 회사 정보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모바일 장치 관리. IT 관리자는 직원들의 모바일 기기를 운영, 모니터링, 보안 유지 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 관리를 사용합니다. Intune 은 iOS, Android, Mac, Windows 장치의 MDM 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가 그들의 장치를 등록하고 회사 포털 앱을 통해 Intune 과 함께 앱을 설치하면 IT 관리자는 개인적인 

장치와 회사 장치 모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Intune 관리자 콘솔을 이용하여 정책, 회사 이메일, 인

증서, VPN 기타 여러가지 장치 세팅을 비롯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tune 

Conditional Access 정책을 이용하여 모바일 장치에서의 온-프레미스 Microsoft Exchange 이메일 접

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관리. MAM 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앱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Intune 

MAM 은 IT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MAM 정책을 통해 데이터를 이들 앱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

시에, 스토어와 사내 앱 모두를 IT 관리자가 배포하고 관리하게 합니다. 
 

Intune MAM 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옵션도 제공합니다. 앱은 MDM 과 함께 또는 MDM 없이 

관리될 수 있어, BYOD 장치를 이용하는 기업이 직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앱을 관리할 수 있게 합

니다. MAM 은 또한 고객이 있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 3 자 MDM 공급

자를 따라 함께 배포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IT 관리자는 MAM 으로 사용 가능한 생산성 앱(Office 

앱 및 Adobe Reader 와 Box 같은 제 3 자 앱)의 거대한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네이티브 Cordova, Xamarin 에 더해 iOS 와 Android 를 지원하는 Intune App SDK 를 통해 

MAM 용 모바일 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IT 관리자는 또한 앱래핑 도구를 활용하여 관리용 LoB 앱

을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앱이 MAM 가능상태가 되면, 관리자는 기업 앱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타협적인 최종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종단 간 보안 

 

IT 관리자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보안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MAM 정책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Intune App SDK 가 전형적으로 앱 사이에 관리자를 위한 일관성 경험을 만들고 개발자들이신속하

게 MAM 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 정책들의 구현을 처리합니다. 
 

Intune App SDK (MAM)은 Xamarin 앱, Cordova 앱 및 iOS 용 Objective-C 앱이나 Android 용 

Java 앱과 같은 단일 플랫폼 언어 앱을 지원합니다. 
 
그림  5-2 는 Intune 에 의해 관리되는 모바일 앱에서 비종속적인 방법(코드 불필요)으로 적용 가능

한 보안 옵션으로 편집된 Intune 정책의 한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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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Intune 포털에서 Intune App SDK 정책 예시 

 

앱이 MAM 가능 상태가 된 후, IT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의 기업 문서 이동기능 제어. 관리자가 정책을 배포하여 기업 데이터를 클라우드 로 백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일 백업 앱을 작동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 제한 설정. 관리자가 정책을 배포하여 최종 사용자가 Intune 관리 하의 앱에서 오리기/복

사하기를 하여 Intune 이 관리하지 않는 앱에 붙여넣기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액세스 요구 사항 강제 적용. 관리자는 앱 설치 시 사용자에게 완전한 권한 부여나 앱 PIN 과 

같은 액세스 챌린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는 사용자들의 AD ID 에 의존하며, 따라서 

모든 AD ID 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ntune App SDK 는 AzureAD 를 사용하여 SSO 환경을 

제공하며, 로그인 후에 인증서가 후속 로그인을 위해 재사용됩니다. Azure AD 와 연결된 ID 관리 

솔루션의 권한 부여 역시 지원됩니다.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강제 적용. 관리자는 앱에 의해 장치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암호

화하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데이터 원격 삭제. Microsoft Intune 미등록 장치일 경우, 기업 데이터는 Intune 관리 하 

앱에서 원격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ID 기반이며, 최종 사용자의 기업 ID 와 연결된 

파일일 경우에만 삭제합니다. 

 관리되는 브라우저 사용을 강제. Intune 관리 브라우저 사용으로 이메일에 나타나는 링크가 

Intune 이 관리하는 앱의 도메인 내에서 사용되도록 합니다. 

 장치 상태 및 준수 확인. 최종 사용자가 Intune 관리 하 앱에 액세스하기 전, 관리자는 기기 상태

와 기업 정책 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S 플랫폼에서, 이 정책은 장치가 무단 해제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Android 플랫폼에서는 장치가 루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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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C L U S I O N S 
 

결론 

기업용 모바일 앱은 품질 개선 또는 출시 시기 단축을 둘러싸고 사업에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지

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모바일 앱 개발 리더들은 종단 

간 개발 전략을 반드시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략은 플랫폼에 기반하여 앱의 수명 주기 전 영

역을 다루되, 유연하여 다른 플랫폼과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시사점 
 

 크로스-플랫폼 세상. 모바일 장치와 운영 체제는 각기 다른 벤더 (iOS, Android, Windows)에 걸쳐 

파편화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하나 이상의 플랫폼을 타겟팅하는 순간, “고유 영역만을 고수하

는” 개발 접근법(OS 마다 다른 기술과 개발 팀)은 굉장히 높은 비용을 야기합니다. 크로스-플랫

폼 모바일 전략은 기술과 개발 팀을 통합함으로써 여러분의 TCO 를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됩니

다. 
 

 상호 운용성과 다채널. 어떤 개발 플랫폼이나 접근법도 기업에서의 모든 모바일 앱 사용 케이스

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플랫폼과 기술은 (클라이언트 앱 및 백-엔드 서비스 뿐만 아니라 

DevOps, 보안,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하고 다른 벤더 및 기술과도 통합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 운용성은 반드시 백-엔드 서비스/API 기반으로 하되, 모바일 앱과 웹 

앱에서 사용 가능하고 어떤 플랫폼/기술에도 기반 가능한 다채널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유연성. 모바일 앱 기술(모바일 장치, 언어, 운영 체제)은 전통적인 개발에 비해 빠르게 진화합니

다. 이는 많은 도구들(특히 매우 분산된 방법으로 개선되는 OSS 플랫폼들)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직된 종단 간 플랫폼보다는 각기 다른 벤더 간 민첩한 전술을 사용하

는 유연한 아키텍쳐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앱 수명 주기 개선. 모바일 앱 수요가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점은, 고품질을 유지

하면서 도 앱 개발과 출시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 프로세스에 생산성을 

개선하고, 개발과 IT 운영간 협력(DevOps)을 증대시키며, 신속하되 신뢰할 수 있는 지속 출시를 이

용한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를 갖춤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빌드/테스트/전

달 도구에 의해 지원되는 유연한 프레임워크는 제작 도구와 더불어 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입

니다. 

 

이 백서 서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Microsoft 는 모바일 앱 개발 전략을 위한 완벽한 토대를 제공합

니다. 여기에는 선택할 기술의 집합이 포함되며, 이 집합은 기존 도구와 프로세스를 통합합니다. 광범

위한 접근법에서의 유연성과 기능의 깊이에서 오는 힘은 여러분의 니즈에 따라 전체 수명 주기를 커버

할 E2E 플랫폼을 택하거나 아니면 기존 환경을 만족시킬 특정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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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P E N D I X 
 

부록: 기술 결정 표 
 
 

모바일 앱 개발 기술 
 

Microsoft 는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제공하여 크로스-플랫폼(웹, 하이브리드, 네이티브 크로스-플랫

폼)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나 기술을 선택해도 모두 Visual Studio 가 지원합

니다. Visual Studio 는 최고 품질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통합 개발 환경 중 하나입니

다. 
 

프레임워크와 구성 요소, 라이브러리에 관한 한, Microsoft 는 거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

다. 이들은 어떤 접근(하이브리드이자 크로스-플랫폼 대 네이티브이자 크로스-플랫폼)을 하느냐

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및 크로스-플랫폼: Visual Studio Tools for Apache Cordova  
 

 하이브리드/Cordova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개발 플랫폼 및 기술 (iOS, Android, 

Windows) 

 
 

기술명 특징 

Apache Cordova  HTML/JavaScript 기술 활용 

 B2E 또는 B2B 앱과 같은 모바일 앱 구축 시 적합 

 오프라인 시나리오도 있어 장치 내 완전히 설치되는 모바일 앱 제작 가능 

Cordova 플러그인  Apache Cordova 플랫폼의 일부분 

 플러그인은 JavaScript 인터페이스를 네이티브 구성요소에 제공하는 약간의 애드 온 

코드임 

 플러그인은 순수 웹 앱에서 가능한 것을 넘어 네이티브 장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

게 해 줌. 
 

 

참조 

특징 Apache Cordova https://cordova.apache.org/ 

 
Cordova 플러그인 https://cordova.apache.org/plugins/ 

 
 

https://cordova.apache.org/
https://cordova.apache.org/plu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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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Cordova 를 위한 Microsoft 개발 도구 
 
 

기술명 특징 

Apache Cordova 를 위한 Vis

ual Studio Tools 

 

 Visual Studio 와 같은 완전한 IDE 활용을 원할 경우 적합 

 IntelliSense 로 코드 편집 및 JavaScript/TypeScript 디버깅 가능 

 에뮬레이터나 실제 기기 내 작동하는 앱에서 Cordova 프로젝트와 플

러그인을 프로젝트 설정에서 쉽게 구성 

 Visual Studio 기술과 이해도 활용 가능 

Visual Studio Code + Cord

ova Tools Extension + Cor

dova CLI (Command Line Int

erface) 

 

 

 

 Visual Studio Code 와 같은 가벼운 편집기 또한 크로스-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적합 (Visual Studio Code 는 Windows, Mac, Linu

x 에서 작동함) 

 코드 디버그, Command Palette 에서 명령 찾기, IntelliSense 사용 가

능. 

 

 
 

참조 

Visual Studio Tools for 

Apache Cordova 

https://www.visualstudio.com/en-us/features/cordova-vs.aspx 

Visual Studio Code https://code.visualstudio.com/ 

Cordova Tools Extension https://marketplace.visualstudio.com/items?itemName=vsmobile.cordova

- tools 

Cordova CLI (Command Line 

Interface) 

https://github.com/apache/cordova-cli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을 위한 언어 (iOS, Android, Windows) 
 
 

언어명 특징 

JavaScript  JavaScript 레이어에서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Cordova 앱 구축 시 적합 

 웹 개발 및 JavaScript 기술 활용 가능 

TypeScript  TypeScript 은 Microsoft 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JavaScript 을 포괄하는 상위 

집합임. TypeScript 으로 Cordova 앱 개발 시, 간단한 JavaScript 로 컴파일하여 앱 일

부로서 배포 가능 

 방대한 양의 클라이언트 코드를 가진 복잡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구축 적합 

 TypeScript 는 클래스, 모듈,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객체지향성 덕분에 구조가 더욱 

잘 잡힌 코드를 작성하게 해줌 

 
 

https://www.visualstudio.com/en-us/features/cordova-vs.aspx
https://code.visualstudio.com/
https://marketplace.visualstudio.com/items?itemName=vsmobile.cordova-tools
https://marketplace.visualstudio.com/items?itemName=vsmobile.cordova-tools
https://marketplace.visualstudio.com/items?itemName=vsmobile.cordova-tools
https://github.com/apache/cordova-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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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특징 JavaScript https://www.javascript.com/ 

 
TypeScript http://www.typescriptlang.org/ 

 
 

Apache Cordova 의 메인 웹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특징 

AngularJS  AngularJS 는 Google 이 만든 굉장히 대중적인 JavaScript 프레임워크로서 JavaScript

로 작성된 라이브러리임 (Angular 2 는 TypeScript 로 작성됨) 

 앱에서 동적인 뷰를 지원. AngularJS 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HTML 어휘를 확장하게 함 

 JavaScript 나 TypeScript 를 사용하여 Cordova 앱 제작 시 적합 

 다양한 표현을 제공하고, 잘 읽히며, 개발이 빠른 환경이 가져오는 결과를 활용할 것 

Ionic  Ionic 은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프론트 엔드 SDK 로서 고도의 대화형 앱 구축

을 위한 모바일에 최적화된 HTML, CSS, JavaScript CSS 구성 요소, 제스쳐, 도구 라이브러

리를 제공. 

 Sass 로 만들어졌으며, AngularJS 에 최적화됨 

 Cordova 앱을 AngularJS 및( 또는) jQuery 로 개발 시 가장 대중적인 선택임 

 웹 개발 기술 활용 가능 

Onsen UI  Onsen UI 프레임워크는 하이브리드 앱을 위한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 전달을 위해 설계 

구현됨 

 Cordova 앱을 AngularJS 및(또는) jQuery 로 개발에 적합 

Backbone  Backbone.js 는 key-value 바인딩 모델과 사용자 정의 이벤트, 수많은 기능이 있는 풍부

한 API 모음과 선언적인 이벤트 핸들링하는 뷰를 제공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마

련해 줌 

 풍부한 클라이언트 사이드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적합 

 구조적인  코드 ,  모델과 분리된 뷰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 

 
 

참조 

특징 Angular.js https://angularjs.org/ 

 

 

Ionic http://ionicframework.com/ 

Onsen UI https://onsen.io/ 

Backbone http://backbonejs.org/ 

 

 

https://www.javascript.com/
http://www.typescriptlang.org/
https://angularjs.org/
http://ionicframework.com/
https://onsen.io/
http://backbonej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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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및 크로스-플랫폼: C#, .NET 과 Xamarin 과 함께 Visual Studio 사용 
 

C# 크로스-플랫폼 모바일 개발 플랫폼 및 기술 (iOS, Android, Windows) 
 

기술명 특징 

PCL 

(Portable Class 
Library) 

 .NET/C# 기술 활용, 플랫폼 간 코드 공유 가능 

 Windows, iOS, Android 간 C# 크로스-플랫폼 용 핵심 아티팩트 공유 

 전통적인 Xamarin, Xamarin.Forms, Windows 10 UWP, .NET 으로 개발 시 적합 

 Model- View-ViewModel (MVVM)과 같이 플랫폼 간 C# 로직 대부분을 공유 가능, 

Xamarin.Forms 사용하면, 심지어 XAML 로된 뷰까지 공유 가능 

Xamarin 

 
 
 
 
 
 
 
 
 

Xamarin.Forms 

 네이티브 앱 구축 시 .NET/C# 기술 활용 가능. 

 전통적인 Xamarin 

 동일한 C# 로직을 공유하는 동시에 플랫폼 별로 맞춤제작된 UI 를 사용하여 iOS, 

Android, Mac 용 앱 제작 가능 (플랫폼 별로 다른 UI/보기가 가능) 

 PCL 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Xamarin 과 UWP/.NET 앱 사이 C# 로직 코드를 약 80

퍼센트 공유 

 B2C 앱과 같이 최상의 UI 와 성능을 가진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자 할 때 적합 

 Xamarin.Forms 

 iOS, Android, Windows 10 UWP 앱 제작 시, P C L 에 서  실행의 대부분을 공유 

가능(C#과 XAML 보기를 포함하여 약 95 퍼센트) 

 플랫폼 간 레이아웃에 거의 차이가 없는 동일한 UI/보기인 iOS, Android, 

Windows 앱 제작시 적합 

 혼합 접근 (Xamarin + Xamarin.Forms)으로 사용하여 양쪽의 장점 채택 가능—플

랫폼에 따라 단순한 뷰를 위해서는 Xamarin.Forms 을 사용하고 네이티브 뷰와 

UWP 뷰를 위해서는 전통적 Xamarin 을 사용할 것 

UWP with .NET  .NET/C# 기술 활용 가능 

 Universal Windows Platform (UWP) 사용 시 Windows 10 (데스크톱/태블릿) 및 

Windows 10 Mobile 에서 작동하는 동일한 앱 제작 가능 

 PCL 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Xamarin 과 UWP/.NET 앱 사이 C# 로직 코드를 약 80 퍼센

트 공유 

 B2C 앱과 같이 최상의 UI 와 성능을 가진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자 할 때 적합 
 
 

 

 
 

참조 

Xamarin https://xamarin.com 

Xamarin.Forms https://xamarin.com/forms 

UWP with .NET https://dev.windows.com/en-us/windows-apps 

PCL and cross- platform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gg597391(v=vs.110).aspx 

https://xamarin.com/
https://xamarin.com/forms
https://dev.windows.com/en-us/windows-apps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gg597391(v=vs.11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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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marin 개발 도구 (iOS, Android, Windows) 
 

 

기술명 특징 

Microsoft Visual Studio 
with Xamarin Extension 

 Visual Studio 와 같은 완전한 IDE 활용을 원할 경우 적합 

 에뮬레이터나 실제 장치에서 작동하는 앱에서 iOS 와 Android 에서의 뷰를 

시각적으로 디자인, IntelliSense 로 코드 편집 및 C# 코드 디버깅 가능 

 고급 Visual Studio 기능과 C# 기술 활용 가능 

Xamarin Studio  Mac OS X 와 Windows 에서 크로스-플랫폼으로 작동하는 IDE 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적합 

 에뮬레이터나 실제 장치에서 작동하는 앱에서 iOS 와 Android 에서의 뷰를 

시각적으로 디자인, IntelliSense 로 코드 편집 및 C# 코드 디버깅 가능 

 C# 기술 활용 가능 

 

  

참조 

Microsoft Visual Studio
 plus Xamarin Extensio
n 

https://www.visualstudio.com/en-us/features/xamarin-vs.aspx/ 

Xamarin Studio https://xamarin.com/studio/ 

 Apple Xcode https://developer.apple.com/xcode/ 
 
 

C#/Xamarin/.NET 메인 프레임워크 및 SDK 
 

프레임워크 특징 

MVVM built-in in 

Xamarin.Forms 

 X amarin.Forms 사용하여 iOS, Android, Windows UWP 를 타겟팅하는 클라이언

트 앱을 위해 깔끔하고 간소화된 MVVM 아키텍쳐를 구현하고자 할 때 적합 

 Xamarin.Forms 와 함께 바로 MVVM 을 사용할 수 있게 함 

 줌. 

MvvmCross  Windows UWP 를 위해 전통적인 Xamarin 및 .NET 을 사용하여 iOS, Android 와 

Windows UWP 를 타겟팅하는 클라이언트 앱 용 MVVM 아키텍쳐를 구현하고자 

할 때 적합 

 MvvmCross 는 대중적이고 오픈 소스인 MVVM 프레임워크이며, 탄생 이래로 많은 

크로스-플랫폼 앱에서 테스트된 크로스-플랫폼 프레임워크임 

MVVM light

 toolkit 

 Windows UWP 를 위해 전통적인 Xamarin 및 .NET 을 사용하여 iOS, Android 와

Windows UWP 를 타겟팅하는 클라이언트 앱 용 MVVM 아키텍쳐를 구현하고자 

할 때 적합 

https://www.visualstudio.com/en-us/features/xamarin-vs.aspx/
https://xamarin.com/studio/
https://developer.apple.com/x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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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VM light toolkit 은 대중적이고 오픈 소스인 MVVM 프레임워크이며, WPF, 

Silverlight, Windows Store, Windows Phone 용으로 널리 사용됨. 2014 년 v5

부터 크로스-플랫폼 프레임워크로서 Xamarin.Android 및 Xamarin.iOS 지원을 

추가함 
Prism for 

Xamarin.Forms 

 Xamarin.Forms 를 사용하여 iOS, Android, Windows UWP 를 타겟팅하는 클라

이언트 앱을 위해 MVVM 아키텍쳐로 복합 앱을 구현하고자 할 때 적합 

 Prism 은 단순히 오픈 소스인 MVVM 프레임워크가 아님 

 종속성 주입, 명령, EventAggregator 등의 부가 기능도 제공 

 Prism 은 Microsoft Patterns & Practices 팀에 의해 본래 생성되었으며, 2015 년 

오픈 소스화 되었고, 그 이후 독립 팀에 의해 가꿔져왔음 

Azure Mobile 

Apps 

.NET Client SDK 

 Xamarin 이나 .NET 앱에서 Azure Mobile App 서비스 이용 시 적합 

 연결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 가능한 백-엔드 추가 가능. 또한 

Microsoft Azure Mobile Apps 를 사용하여 Xamarin- 이나 .NET 기반의 모바일 앱

으로 구조화된 저장공간과 인증, 푸시 알림, 오프라인 시나리오(장치 내 로컬 

SQLite 와 클라우드의 Azure SQL Database 간 자동 데이터 동기화) 확보 가능 

Akavache 

Cache and local  

store 

 Xamarin 앱 (iOS 및 Android) 그리고 .NET 앱 (Windows 및 UWP 앱)과 같은 네이

티브 앱을 위한 클라이언트 캐시/저장 실행 시 적합 

 Akavache 는 비동기적이고 영구적인(즉, 디스크에 씀) key-value 저장소이며, 

SQLite 에 기반하여 C#으로 앱을 개발하기 위해 탄생함 

 Akavache 는 유효기간이 있는 캐시된 로컬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요한 데이터(사용

자 설정과 같은)도 모두 훌륭하게 저장 

SQLite.NET  모바일 장치에 로컬로 있는 관계형 SQL 데이터를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시 적합 

 SQLite.NET 은 오픈 소스이며 .NET and Xamarin 앱이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최소화된 라이브러리임 

 완전한 SQLite 드라이버가 아닌, 얇고 빠르며 효율적인 라이브러리임 

 완전한 SQLite 드라이버가 필요할 땐, Mono.Data.SQLite 또는 Charp-sqlite 를

사용 

SQLCipher  Xamarin 및 .NET 앱에서 장치 내 보안/암호화된 SQLite 데이터베이스 필요시 적합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투명하고 안전한 256-bit AES 암호화하는 것 가능 

 SQLCipher 는 몸집이 작으면서도 굉장한 성능을 보유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매우 이상적이며 모바일 개발에 적절 

FileDb NoSQL 

.NET database 

 모바일 장치에 로컬로 있는 NoSQL 데이터를 로컬 파일로 저장 시 적합 

 FileDb 는 .NET 과 Xamarin 앱을 위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임 

 FileDb 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로컬 데이터 저장용으로 의도된 NoSQL 데이터베

이스 

http://blog.galasoft.ch/posts/2014/10/announcing-mvvm-light-v5-for-windows-and-xamarin/
http://blog.galasoft.ch/posts/2014/10/announcing-mvvm-light-v5-for-windows-and-xamarin/
https://blogs.msdn.microsoft.com/dotnet/2015/03/19/prism-grows-up/
https://blogs.msdn.microsoft.com/dotnet/2015/03/19/prism-grow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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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Q 를 이용하여 테이블에 조인하고 LINQ 가 제공하는 모든 관계 능력과 그룹화 

능력 활용 가능. 
 

  

참조 

MVVM built-in in https://developer.xamarin.com/guides/xamarin-forms/user-interface/xa

ml-basics/data_bindings_to_mvvm/ 

MvvmCross http://mvvmcross.com/ 

MVVM Light http://www.mvvmlight.net/ 

Prism for 

Xamarin.Forms 

https://github.com/PrismLibrary/Prism 

Azure Mobile 

Apps 

.NET Client SDK 

https://components.xamarin.com/gettingstarted/azure-mobile-client/ 

Akavache Cache https://github.com/akavache/Akavache/ 

SQLite.Net https://github.com/praeclarum/sqlite-net/ 

SQLCipher https://www.zetetic.net/sqlcipher/ 

FileDb – NoSQL 

db 

http://www.eztools-software.com/tools/FileDb/default.asp 
 
 

Microsoft PowerApps 을 이용한 속성 모바일 앱 개발(RMAD) 

 

  PowerApps 관련 기술 
 

기술명 특징 

PowerApps  PowerApps 는 LoB 를 위한 기업형 서비스로서 IT 분석가와 개발자가 어떤 장치든간

에 수 분만에 비즈니스 앱을 연결하고 생성,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임 

 PowerApps 도구로 iOS, Android, Windows 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제

작이 가능 

Swagger  PowerApps 에서 HTTP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Azure App Service 에서와 같은 서

비스), 이들 서비스는 Swagger 메타데이터를 노출시켜 PowerApps 가 사용 가능한 

것을 찾아야 함 

 Swagger 는 매우 대중적인 RESTful API 기술 메타데이터이므로 서비스들이 외부에

서 탐색 가능함. 기본적으로는 Azure API Apps, Azure Logic Apps, PowerApps 가 

서비스/API 사용을 이해하고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임 

 Azure API Apps 은 이미 디폴트로 Swagger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나, Azure Mobile 

App 서비스(또는 기타 다른 HTTP 서비스, 이를테면 일반적인 ASP.NET Web API 서

비스)를 PowerApps 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능을 추가하여 Swagger 메타데

이터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 

Swashbuckle 

 

 

 Swashbuckle 은 Swagger 메타데이터를 ASP.NET Web API 서비스 또는 Azure 

Mobile App 서비스와 같이 Web API .NET 프로젝트에서 빠르게 자동으로 생성하

는 편리한 방법임 

https://developer.xamarin.com/guides/xamarin-forms/user-interface/xaml-basics/data_bindings_to_mvvm/
https://developer.xamarin.com/guides/xamarin-forms/user-interface/xaml-basics/data_bindings_to_mvvm/
http://mvvmcross.com/
http://www.mvvmlight.net/
https://github.com/PrismLibrary/Prism
https://components.xamarin.com/gettingstarted/azure-mobile-client/
https://github.com/akavache/Akavache/
https://github.com/praeclarum/sqlite-net/
http://www.zetetic.net/sqlcipher/
http://www.eztools-software.com/tools/FileDb/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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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shbuckle 는 기본적으로 NuGet 구성 요소임. 따라서 Web API service 로 추가 

가능하며 따라서 각 방법과 관련된 Swagger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함 (수동 

생성 불필요) 

 

  

참조 

PowerApps http://powerapps.microsoft.com/ 

Swagger http://swagger.io/ 

Swashbuckle https://github.com/domaindrivendev/Swashbuckle/ 
 
 
 

백-엔드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Microsoft 는 백-엔드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작 시 사용될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Microsoft 는 모바일 백-엔드(MBaaS, PaaS, microservices 등) 및 IoT 백-엔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을 다룹니다. 

 

PaaS 및 MBaaS 
 

    Azure App Service / Azure Stack App Service–연관 기술 

Azure App Service 기술은 (Azure App Service 내) Azure 공공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서 Azure 실

행 시 사용될 수 있으며, Azure Stack 이라 부릅니다 (2016 년 상반기 현재 프리뷰 버전) 

기술명 특징 

Azure 

Web Apps 

 Azure App Service 에 배포된 웹 또는 서비스. ASP.NET MVC 앱, 일반 HTML 웹 앱, 

Node.js, Java, PHP, Python 웹/서비스 등을 배포할 수 있음 

 그냥 클라우드에 웹/서비스를 배포할 필요가 있을 때 적합 

 애저 포탈을 통해 웹 앱 설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작업중에 Visual 

Studio 로부터 바로 배포할 수 있게 해줌 

Azure 

Mobile Apps 

 Azure App Service Mobile App 은 내부적으로는 Azure Web App 과 유사하나 특

별히 모바일 앱을 위해 소비되도록 만들어짐 

 서비스(ASP.NET 웹 API 또는 Node.js 기반의)를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Azure 

Mobile Apps 는 오프라인 시나리오(기기 로컬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를 동기화), Azure Push Notification 허브를 기반한 간단한 푸시 알림 구현, 인터넷 인

증(Facebook, Google, Twitter, Microsoft)이나 기업용 Azure Active Directory 인증의 

간단한 구현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 

http://powerapps.microsoft.com/
http://swagger.io/
https://github.com/domaindrivendev/Swashbuc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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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Azure App Service 

Web Apps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pp-service/web/ 

Azure App Service 

Mobile Apps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pp-service/mobile/ 

Azure App Service 

API Apps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pp-service/api/ 

Azure App Service 

Logic Apps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pp-service/logic/ 

 

 
 
 
 
 
 
 
 
 

 배포하기 원하는 서비스들이 모바일 앱(네이티브, 크로스-플랫폼 또는 하이브리드 앱

을 포함)에 의해 소비될 때 적합 

Azure 

API Apps 

 Azure App Service 내의 API Apps 지원은 API 를 쉽게 만들고, 소비하고, 호출할 수 

있게 해줌. Azure API Apps 는 서비스(Swagger 를 기반으로 하는)를 설명하는 메타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앱들이 쉽게 여러분의 서비스가 무엇을 제공하는 

지 발견하기 쉬움 

 아주 다양한 언어를 넘나들며 API 를 쉽게 노출하고, 구현할 수 있게 해줌 

 검색 및 Logic Apps 를 이용하여 API Apps 를 통합하는 통합 기능 

 Logic Apps 나 PowerApps 같은 앱들로부터 소비되는 서비스(API 앱들)에 적합 

Azure 

Logic Apps 

 Logic Apps 는 워크플로우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게 해줌 

 LoB 시스템(Microsoft Dynamics 나 오라클)과 Saas 시스템(Office 365, Salesforce 

또는 Twitter 같은) 또는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서비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변형하는 워크플로우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줌 

 이미 사용가능한 SaaS/Lob 커넥터 또는 커스텀 API Apps 를 활용하여 통합 시스템

을 만들 수 있음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pp-service/web/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pp-service/mobile/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pp-service/api/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pp-service/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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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aS: 마이크로서비스 및 하이퍼스케일 

 
 Azure Service Fabric 기술 

 Azure Service Fabric 은 하이퍼스케일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플랫폼입

니다. 이 플랫폼은 각 니즈에 따라 몇몇 API 와 프로그래밍 모델 옵션을 제공합니다. 
 

 
 
 

참조 

기술명 특징 

Stateless 

Reliable Services 

 Azure Service Fabric 내의 상태 비저장 서비스는 다른 타입의 클라우드/서버(ASP.NET 

웹 API 서비스 같은)들의 그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구현됨 

 정규적인 상태 비저장 서비스를 Azure Service Fabric 안에 배포하고 데이터는 외부 

데이터베이스(SQL 또는 NoSQL)에 저장하려고 할 때 적합 

  서비스 클러스터와 배포, 업데이트, 감시를 위한 고급 관리기능에 기반한 

Azure Service Fabric 하이퍼스케일 기능을 활용 

Stateful 

Reliable Services 

 상태 저장 신뢰 서비스는 데이터 같은 마이크로서비스의 프로세스, 메모리에 

존재하고,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고 클러스터의 다른 노드에 복제되는 것을 

의미 

 Stateful Reliable Services 이용: 여러가지의 엔티티 타입과 컴포넌트를 아우르는 로직

과 쿼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신 프로토콜(예를 들어, WebAPI, WebSocket 

또는 WCF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 상태/엔티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신뢰 집합(닷넷 신뢰 Dictionary 와 Queue 같은)을 이용하는 경우, 상

태의 세분성과 동시성을 제어하기 원할 때, 상태 저장 서비스의 파티션 구성표를 제

어하고 싶은 경우 

Reliable Actors  Service Fabric 을 위한 액터 프로그래밍 모델은 비동기적인 단일 스레드 액터 모델을 

제공함. 하나의 액터는 상태와 계산의 한 단위를 나타냄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무수한 작은 독립된 상태와 로직(작동중인 IoT 개체 또는 게임 백

엔드 시나리오가 훌륭한 예다)의 단위/개체들을 포함할 때, 대량의 단일-스레드이면서

도 확장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체들을 가지고 일할 때; 상태에 대한 동시성과 

세분성을 관리할 프레임워크을 원할 때, Service Fabric 이 통신 프로토콜을 관리하길 

원할 때, Service Fabric 이 Stateful Actor 서비스들의 파티션 구성표를 관리하여 투명성

을 확보하길 원할 때 Stateful Reliable Actors 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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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Fabric 

Reliable Services 

https://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service-fabric-reliable- s

ervices-introduction/ 

 
Service Fabric 

Reliable Actors 

https://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service-fabric-reliable-ac

tors- introduction/ 

 

https://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service-fabric-reliable-%20services-introduction/
https://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service-fabric-reliable-%20services-introduction/
https://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service-fabric-reliable-actors-%20introduction/
https://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service-fabric-reliable-actors-%20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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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발 기술 
 
 

 .NET 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기술 

기술명 특징 

ASP.NET Web API 

in .NET 4.6 

HTTP 기반, REST 방식, 리소스 지향적 

 REST 방식, OData, JSON 이 요구되는 유연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선호되는 기술. 기술

검토를 할 때 첫번째로 Web API 를 꼭 시도할 것. 만약 Web API 가 요구사항을 충족시

키지 못하면 그 때 다른 기술을 이용해 볼 것. 

 REST 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짐. 

 애플리케이션 드라이버로서 HTTP verbs 들(PUT, GET, POST, DELTE)을 포용함 

 리소스  지향적임  

 HTTP verb 들 기반의 인터넷 캐시(Akamai, Azure CND, Level3 등) 덕분에 가능한 

고가용성 

ASP.NET Core 1.0 

Web API 

 

크로스-플랫폼, 경량 프레임워크로 최고의 퍼포먼스. HTTP 기반, 

REST 방식, 리소스 지향적임 

 차세대 ASP.NET HTTP 서비스. 닷넷 4.6 의 ASP.NET Web API 와 유사하지만 크로스-플

랫폼(Windows, Linux 그리고 맥 OS) 지원, 아주 가볍고 내부종속성이 없이 최고의 퍼

포먼스를 가진 프레임워크 같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함 

 현재 상태는 RC 이며 2016 년 내 정식버전 출시예정. 최종적으로는 주요제품이 

되어 이전 버전의 ASP.NET Web API 를 대체하게 될 것 

 Still (as of 2016), 2016 년 현재, 아직 ASP.NET Core 와 .NET core 는 이제 막 새로운 시

작이며, ASP.NET 4.6 은 계속하여 출시되며 좀 더 성숙한 환경과 함께 지원됨 

 크로스-플랫폼(Linux/Mac/Windows)이 필요하거나 맨땅에서부터 새 서비스를 만들어

야 하는데 혁신적인 ASP.NET 기술의 새 흐름에 대비하고 싶다면 ASP.NET Core 를 추

천함 

ASP.NET SignalR 실시간 통신 

 클라이언트(웹, 모바일 또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들)에서 실시간 기능 위해 사용 

 이 접근방식은 서버 측 코드가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 달하는 대규모 클라이언트에 실시

간으로 컨텐트를  푸시할 수 있게 해줌 

 HTTP 와 WebSocket 기반임. 브라우저 내 JavaScript 클라이언트, iOS 와 Android 를 위

한 Xamarin 네이티브 클라이언트, .NET 네이티브 Windows 클라이언트 와 서버측 이벤

트들 그리고 긴 폴링에 의해 소비됨 

WCF (Windows

 Communicatio

n Foundation) 

비종속적이고 유연한 접근이지만 HTTP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은 아님 

 HTTP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면 마이크로소프느는 오래된 기술인 WCF 대신 ASP.NET 

Web API 를 선택할 것을 추천함 

 SOAP 연동이 필요하거나 비 HTTP 전송을 쓰고 싶을 때 WCF 를 이용할 것. WCF 는 어

떤 프로토콜(TCP, 네임드 파이프 또는 HTTP 같은)이나 데이터 포맷(SOAP, 바이너리, 

JSON 등과 같은) 그리고 프로세스 호스팅도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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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ASP.NET Web API http://www.asp.net/web-api 

ASP.NET Core https://www.asp.net/vnext 

ASP.NET SignalR http://www.asp.net/signalr 

WCF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ms731082(v=vs.110).aspx 

https://github.com/dotnet/wcf (WCF 클라이언트만 해당) 

 

 
모바일 앱 용 Azure 데이터 플랫폼 
 

빅 데이터(HDInsights/Hadoop) 및 Azure Data Lake 와 Azure Data Warehouse 같은 분석을 위한 기

타 데이터 소스는 MADP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빅 데이터는 MADP 에 국한되지 

않지만, 다른 문맥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Azure 데이터 서비스 
 

기술명 특징  

 2015 기준, WCF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오픈 소스로 공개되었고 .NET Core 와 호환 

WCF Data 

Services 

.NET 4.x를 지원하는 오래된 기술 

 데이터/리소스를 지향하는 CRUD 데이터-주도의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용함 

 오로지 OData 만 지원함. 사용하기는 직관적이지만, ASP.NET Web API 에 비해 덜한 유

연함과 제어를 제공함 

 ASP.NET Web API 와 똑 같은 OData 코어 라이브러리를 공유함 

 새로운 OData 서비스를 구현한다면, Microsoft 는 WCF Data Services 보다는 ASP.NET 

Web API 를 이용할 것을 훨씬 권장 

 .NET Core 에서는 지원되지 않음 

Workflow 

Services 

.NET 4.x를 지원하는 오래된 기술 

 서비스 로직이 내부적으로 Windows 워크플로우 파운데이션 워크플로우일 때 이용됨. 

외관상 WCF 서비스임. Wo 파운데이션(WF) Workflow Services 는 WCF 와 WF 의 모든 

이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WCF 와 밀접함 

http://www.asp.net/web-api
https://www.asp.net/vnext
http://www.asp.net/signalr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ms731082(v=vs.110).aspx
https://github.com/dotnet/w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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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SQL Database 
 
 

 모바일 앱 용 Azure 에서 가장 대중적인 데이터 백-엔드임 

 기업 내 이미 사용 가능할 수도 있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관련 데이터 활
용 가능 

 데이터 자동화 및 장치 내 로컬 SQLite 데이터베이스와 Azure SQL 동기화 기능으로 
Azure Mobile App 오프라인 시나리오 활용 가능(Cordova 앱 용 Azure Mobile App 
플러그인과 Xamarin 과 .NET 모바일 앱을 위한 Azure Mobile Apps .NET Client SDK
를 사용) 

 

 
 

Azure 

DocumentDB 

 Azure DocumentDB 는 NoSQL 문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서 철저히 JSON 과 

JavaScript 를 데이터베이스 엔진 내에서 직접 지원하고자 설계됨 

 예측가능한 처리량과 낮은 대기시간, 유연한 쿼리가 핵심일 때 클라우드에서 작동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바람직하며 현대적인 솔루션임 

 모바일 앱을 위한 데이터 백-엔드를 생성하고 (예를 들어, ASP.NET Web API 서비스) 

저장할 데이터 타입이 문서 위주인 경우 적합. 즉, 스키마에 자유로운 JSON 데이터 

저장임.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스키마가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경우,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와 같은 이차 지표나 스키마를 특정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DocumentDB 

안으로 맞출 수 있음 

 네이티브 JSON 데이터 모델 활용하여 웹 플랫폼 및 도구와 쉽게 통합  

 “Aggregate” 패턴 및/또는 Event Sourcing, Command 와 Query Responsibility Segr

egation (CQRS) 접근법을 사용하여 부가적으로 알맞은 시나리오 가능 

Azure Storage  Azure Storage 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유연성과 하이

퍼스케일을 제공함. 문서 파일과 미디어 파일과 같은 비구조화된 데이터 저장 시 

Azure Blob Storage (Object Storage) 사용. 구조화된 NoSQL 데이터 저장 시 Azure 

Table Storage 사용. 메시지를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저장 시 Azure Queue 

Storage 사용. 기존 또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은 SMB 기반의 Azure File Storage 사

용 (코드 변경 불필요) 

 모바일 앱 개발 시, Azure Storage 를 사용 추천. 일반적으로 사진, 비디오 파일, 미디어

와 같은 blob/파일을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 흔히 사용됨 

Azure 

Redis Cache 

 Azure Redis Cache 는 대중적인 오픈 소스 Redis cache 에 기반함. Azure 내 어떤 애

플리케이션에도 액세스 가능하며 Microsoft 가 관리하고 Redis cache 가 뒷받침해주

는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 

 모바일 앱을 위해 Azure 서비스를 더 빠르고 확장 가능하게 하고자 처리량을 개선

하고 지속적인 낮은 대기시간 데이터 액세스를 원할 경우 적합. 클라우드에 있는 이 

캐시 덕분에 가능하며, 캐시는 서비스로 제공되고 사용이 굉장히 쉬움 

 
 

참조 

Azure SQL Database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sql-database/ 

Azure Document DB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documentdb/ 

Azure Storage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storage/ 

Azure Redis Cache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cache/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sql-database/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documentdb/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storage/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c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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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DevOps: 도구와 SDK 
 

Microsoft 는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 관리와 DevOps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개발팀과 IT 운영 

사이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SDK 를 제공합니다. 

 

개발 팀 협업 서비스와 도구 
 

종단 간 ALM 과 DevOps 을 위한 서비스/서버 

Microsoft 는 ALM 과 DevOps 기능을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서 제공합니다. 모

바일 앱의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를 관리할 때, 두 가지 접근은 모두 유효하며, Microsoft 의 목표는 

보통 클라우드 방식 쪽에 혁신이 먼저 적용되긴 하더라도, 두 가지 환경을 위한 최상의 기능 동등성

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드가 지속 배포와 혁신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온-프레

미스 설치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릴리스 될 때는 느리게 적용됩니다. 

 

 ALM, 코드작성/빌드/테스트/배포 그리고 추적을 위한 서비스/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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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서비스 특징 

Visual Studio Team 

Services (VSTS) 

 클라우드에서의 ALM과 DevOps 

 VSTS 는 클라우드에서 언어와 무관하게 팀이 코드를 공유하고, 업무를 추적

하고,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모든 ALM 과 DevOps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핵심으로 이용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서 새로운 서비스 버전에서부터 스테이징과 프

로덕션 환경까지 지속배포를 가능케 함 

 이미 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이점을 활용. 인프라 설치 없이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클라우드에서 모든 코드를 호스팅하며 운영하기 원할 때 적합 

Team Foundation

 Server (TFS) 

 

 

 온-프레미스 ALM 과 DevOps 

 TFS 는 언어와 무관하게 팀이 코드를 공유하고, 업무를 추척하고,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엔터프라이즈-등급 서버로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있음 

 ALM 과 DevOps 업무의 중앙 핵심으로 이용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서 새로운 서비스 버전에서부터 스테이징과 프

로덕션 환경까지 지속배포를 가능케 함 

 서버 설치와 인프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  

 클라우드 대신 온-프레미스로 모든 코드를 호스팅하며 운영하기 원할 때 

적합 

Xamarin Test 

Cloud 

 클라우드에 있는 실기기들에서 모바일 앱 테스트 

 이 강력한 테스팅 프레임워크을 이용하여 앱을 자동화하거나 테스트 녹화 

 당신의 테스트 스위트를 업로드하여 클라우드에 있는 수천의 실기기에서 실행 

 결과, 스크린샷, 퍼포먼스 메트릭스와 함께 상세한 리포트를 분석 

Microsoft 

HockeyApp 

 

 

 모바일 서비스 지속배포 

 HockeyApp 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모바일 앱의 베타 버전을 베타 테스터들

의 디바이스로 자동 배포하는 하는 것임. 그 버전들은 VSTS 의 지속 통합 프

로세스로부터 자동적으로 제공됨 

 주의: HockeyApp 은 분석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음. 다음 표를 볼 것 

Microsoft 

CodePush 

 

Cordova 및 React.native을 위한 앱 셀프 업데이트 

 CodePush 는 Cordova 와 React Native 개발자들이 모바일 앱 업데이트를 직접 자

신들의 기기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임. 이 서비스는 중앙 저

장소로서 기능함. 개발자들은 업데이트(Javascript, HTML, CSS 와 이미지)를 게시

할 수 있고, 앱은 CodePush 에서 (Cordova 와 React Native 를 위한 클라이언트 

SDK 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를 쿼리할 수 있음. 버그를 수정하고 작은 기능들을 추

가하기 위해 바이너리를 다시 빌드하여 앱 스토어를 통해 다시 배포할 필요가 없

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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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감시 그리고 학습 

 

 
 
 

도구/서비스 특징 

Microsoft 

HockeyApp 

모바일 앱 분석 

 HockeyApp 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실시간 크래쉬 보고들을 모바일 기기의 앱

으로부터 수집하고 실제 사용자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 분석과 감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모바일 앱의 기술적 행동양식을 감시하고 분석하기에 적합 

 HockeyApp 의 주요 목표는 모바일 앱에 초점을 둠 

 주의: HockeyApp 은 모바일앱 배포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음. 앞의 표를 

볼 것 

Application Insights 서비스/백엔드 분석 

 Application Insights 로 퍼포먼스 이슈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크래쉬를 더 빠르

게 진단할 수 있으며, 앱과 서비스의 360 도 뷰를 가지고 사용자들에 대해 더 스마

트해질 수 있음 

 서비스의 기술적, 행동적 감시 및 분석을 하는데 특히 적합 

 이 서비스들이 모바일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Application Insights 의 주요 목표는 

서비스와 웹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음 

Xamarin Insights 모바일 앱 분석 

 운영적 통찰, 앱으로부터의 크래쉬 리포트들, 그리고  개인 또는 전체를 기준으로하

여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특성, 기기, 세션과 같은 행동적 통찰을 얻기 위해 사용 

Azure Mobile 

Engagement 

 

 

 

모바일 앱 사업/사용자 분석 

 Azure Mobile Engagement 는 사용자들의 행동을 조명하는 실시간 분석

을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 및 사용자 분석을 지향함 

 Azure Mobile Engagement 의 두번째로 중요한 핵심은 마케팅 캠페인과 관련. 수집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적인 세그먼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특정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하는 푸시 알림을 이용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 수 있음 

 

 
 

참조 

Visual Studio Team Services (VSTS) https://www.visualstudio.com/products/visual-studio-team-services-vs/ 

Team Foundation Server (TFS) https://www.visualstudio.com/products/tfs-overview-vs/ 

Xamarin Test Cloud https://xamarin.com/test-cloud 

Microsoft HockeyApp http://hockeyapp.net/ 

CodePush https://microsoft.github.io/code-push/ 

https://www.visualstudio.com/products/visual-studio-team-services-vs/
https://www.visualstudio.com/products/tfs-overview-vs/
https://xamarin.com/test-cloud
http://hockeyapp.net/
https://microsoft.github.io/code-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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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Microsoft HockeyApp http://hockeyapp.net/  

Application Insights https://www.visualstudio.com/products/application-insights-vs 

Xamarin Insights https://xamarin.com/insights 

Azure Mobile Engagement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mobile-engagement/ 

 
 

모바일 앱 보안 기술 
 

Microsoft 는 모바일 앱 보안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SDK 를 제공합니다. 다음 표는 접근법/영역에 따

른 특정 기술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 각 기술을 언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

니다. 

ID, SSO, 인증 

 ID 제공을 위한 인프라 
 

인프라 특징 

Active Directory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인증과 SSO 에 

적합. 따라서 인프라 셋업, 백업, 도메인 컨트롤러 유지 보수에 대

한 책임이 각자에게 있음 

  클라우드에서 Azure Active Directory 에 결합/연결 가능 

Azure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인증과 SSO 에 적합 

 디렉토리 서비스가 이미 클라우드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이 매우 

쉬움. 인프라 셋업/유지 보수/백업에 투자가 필요 없음 

 Azure Active Directory 가 온-프레미스 Windows Active Directory 에 

결합/연결 가능하므로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전반에서 SSO 가능 

Active Directory 

 

  

http://hockeyapp.net/
https://www.visualstudio.com/products/application-insights-vs
https://xamarin.com/insights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mobile-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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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Active Directory 

B2C 
 

 클라우드에서 앱을 위한 소비자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에 적합 

 Azure Active Directory 와 사용 및 사용 환경이 유사하나, 이 버전은 확장되어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자 계정을 제공하는 보안된 앱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짐 

 앱 사용자는 기존 소셜 계정(예를 들어, Facebook, Google, Amazon, LinkedIn)을 

이용하거나 AD 디렉토리에 새로운 로컬 자격 증명(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또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을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에 가입 할 수 있음 

 사용자가 수억 명으로 늘어나도 확장 가능 

Social account 
providers 

 Facebook, Google, Twitter, Microsoft 와 같은 소셜 계정 공급자 

 사용자 ID 일관성과 부합 

 Azure AD B2C 또는 턴키/커스텀 개발과 결합하여 사용 가능 

Azure 

Multi-Factor 

Authentication 

 

 

 

 전화/문자/알림 확인으로 확장된 더 강화된 인증. Azure Multi-Factor 

Authentication 는 간소화된 로그 인 프로세스라는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

시에 안전한 데이터 액세스를 도움 

 다양한 쉬운 확인 옵션을 이용하여 강화된 인증을 제공.  통화 또는 문자나 모바일 

앱 알림 중 사용자가 선호하는 방법 선택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Microsoft EMS 의 일부)은 수천 클라우드(SaaS) 

앱에 통합 로그인을 제공하고, 프레미스에서 작동하는 웹 앱에 액세스를 제공 

 포함 사항: MFA, 장치 상태와 위치, ID 에 기반한 액세스 컨트롤, 전체적인 보안 

보고와 심사, 주의 알림 

 

 

참조 

Active Directory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bb727030.aspx#EFAA 

Azure Active Directory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ctive-directory/ 

Azure Active Directory B2

C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ctive-directory-b2c/ 

Multi-Factor 

Authentication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multi-factor-authentication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azure-active-

 directory/default.aspx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bb727030.aspx#EFAA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ctive-directory/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active-directory-b2c/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multi-factor-authentication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azure-active-directory/default.aspx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azure-active-directory/default.aspx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azure-active-directory/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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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위한 인증 클라이언트 SDK 
 

 Azure Active Directory 와 Active Directory SDK 

                              

SDK 특징 

Cordova plugin for 

Azure Mobile Apps 

 사용 용이성과 통일된 인증 인터페이스 기능 덕분에 현재 Cordova 및 Azure AD 를 위

한 디폴트된 선택임 

 통일된 인증 인터페이스는 현재 Azure Active Directory, Facebook, Google, Twitter, 

Microsoft 계정에 대한 인증을 지원함 

 여기서의 통일된 인터페이스라 함은 사후 변화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여러 가지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제공자 옵션과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함 

 서버 쪽에서는 Azure App Service Auth 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오로지 인증된, 맞

춤 서버 App Service API 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Azure App Service Auth 를 사용하는 앱이나 기타 서비스도 마찬가지 

 클라이언트 쪽(JavaScript)에서는 보안 토큰을 얻을 수 없음 

 클라우드에서는 인증에 제한이 있음. Windows AD 온-프레미스에 대해 인증 불가 

ADAL Cordova

 plugin 
 Cordova 용 Active Directory Authentication Library 플러그인을 이용 시 Azure AD 

또는 온-프레미스 AD 내 정보를 안전하게 인증하고 권한 부여 하며 액세스 가능. 또

한 장치 단계의 SSO 와 MFA 기능을 활용 가능 

 클라이언트 쪽(JavaScript)에서 인증하고 보안 토큰을 얻고자 할 때 적합 

 온-프레미스 Windows AD 디렉토리 (ADFS v3 와 그 이상)에 대해 인증을 원하는 경

우 ADAL Cordova 플러그인 필요 

Azure 

Mobile Apps 

.NET Client SDK 

 (Azure Mobile App 서비스와 같이) Azure App Service 를 이용하기 위해 Azure AD 에

 대해 인증이 필요한 Xamarin 이나 .NET 앱 개발 시 적합 

 이 SDK 의 통일된 인증 인터페이스는 현재 Azure Active Directory, Facebook, 

Google, Twitter, Microsoft 계정에 대한 인증을 지원함 

 여기서의 통일된 인터페이스라 함은 사후 변화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여러 가지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제공자 옵션과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함 

 서버 쪽에서는 Azure App Service Auth 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오로지 인증된, 맞

춤 서버 App Service API 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Azure App Service Auth 를 사용하는 앱이나 기타 서비스도 마찬가지 

 클라이언트 쪽 (C#)에서는 보안 토큰을 얻을 수 없음 

 클라우드에서는 인증에 제한 있음. Windows AD 온-프레미스에 대해서는 인증 불가 

Azure 

Active Directory

 Authentication 

Library 

(Azure ADAL) 

 

 

 

 

 Active Directory Authentication Library 는 Windows 10 UWP 와 Windows 데스크톱

에서의 Xamarin.Forms, Xamarin.iOS, Xamarin.Android, .NET 클라이언트 앱을 비롯하

여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C# 클라이언트를 위한  Azure and Windows AD 인증 기능과

 함께 Portable Class Library 를 제공 

 클라이언트 쪽(C#/Xamarin/.NET)에서 인증하고 보안 토큰을 얻고자 할 때 적합 

 온-프레미스 Windows AD 디렉토리 (ADFS v3 와 그 이상)에 대해 인증을 원하는 

경우 ADAL SDK/NuGet 구성 요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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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Cordova plugin for 

Azure Mobile Apps 
https://www.npmjs.com/package/cordova-plugin-ms-azure-mobile-apps 

ADAL Cordova plugin https://github.com/AzureAD/azure-activedirectory-library-for-cordova 

Azure Mobile Apps 

.NET Client SDK 

https://github.com/Azure/azure-mobile-apps-net-cli
ent https://components.xamarin.com/view/azure-m
obile-client 

Azure Active Directory 

Authentication Library 

(Azure ADAL) 

https://github.com/AzureAD/azure-activedirectory-library-for-dotnet 

모바일 앱과 장치의 관리 및 보안 
 

   MAM/MDM 
 

제품 특징 

Microsoft Intune  Intune 을 이용하여,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리소스를 사내
정보보안을 유지하면서 거의 모든 기기에서 가상적으로 어디서든 제공. 

  Microsoft Intune 은 모바일 기기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Intune 앱 SDK 로), 

그리고 PC 관리 기능을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 

 MAM 과 MDM 을 통해, 회사는 Intune 포털을 통한 IT 운영으로 관리되는 정책들에 

기반하여 기기와 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음. 

Microsoft Intune  Intune 앱 SDK 를 이용하면 개발자는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추가 부담 없이, 그들

의 모바일 iOS/Android 앱 안에 사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보장하

는 데이터 보호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음. 

 

기타 보안 제품들 

Security 
 

Products 특징 

Azure Rights Mana

gement Services (R

MS) 

Azure RMS 가 제공하는 것: 

 회사 내외에서 문서에 따른 파일 레벨의 암호화 정책 

 모든 디바이스 플랫폼 위에 모든 파일 타입을 가상적으로 보호하여 더욱 보안적

으로 협력 

 이메일로 또는 OneDrive, DropBox 와 같은 여러분이 선호하는 클라우드 저장 서

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함 

  

https://www.npmjs.com/package/cordova-plugin-ms-azure-mobile-apps
https://github.com/AzureAD/azure-activedirectory-library-for-cordova
https://github.com/Azure/azure-mobile-apps-net-client
https://github.com/Azure/azure-mobile-apps-net-client
https://components.xamarin.com/view/azure-mobile-client
https://components.xamarin.com/view/azure-mobile-client
https://github.com/AzureAD/azure-activedirectory-library-for-d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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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배포 옵션을 선택 가

능. 

 문서의 사용과 남용에 대해 알기 위해 공유 문서를 추적 제공 

Microsoft Advanced 

Threat Analytics 

(ATA) 

ATA 가 제공하는 것: 

 비정상적 행동을 분석: 행동양식 분석은 머신 러닝의 도움을 받아 수상

한 활동과 비정상적 행동을 알아냄 

 악의적 공격 감지: ATA 는 알려진 악의적 공격을 거의 즉시 감지함 

 알려진 보안 이슈와 위험에 대한 경고: 세계 수준의 보안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

를 이용하여 감지 

 

 
 

 

참조 

Microsoft Intune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microsoft-
 intune/overview.aspx 

Azure Rights Managem

ent Services (RMS)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solutions/information

- protection.aspx 

Microsoft Advanced 

Threat Analytics (ATA)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advanced-threa

t- analytics/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microsoft-intune/overview.aspx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microsoft-intune/overview.aspx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microsoft-intune/overview.aspx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solutions/information-protection.aspx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solutions/information-protection.aspx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solutions/information-protection.aspx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advanced-threat-analytics/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advanced-threat-analytics/
https://www.microsoft.com/en-us/server-cloud/products/advanced-threat-analy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