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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소개

• 김영재
• Azure MVP (2014)
• ㈜바풀, 바로풀기 서비스 개발총괄
• 카이스트 디지털미디어랩 연구원
• 분당 J중학교 방과후학교 수학교사
• (전) 영국 Ubisense UK 기술컨설턴트
• (전전) 일본 국립전자통신연구소 스마트홈 미들웨어 연구원
• (전전전…) 플래시 게임, 특급호텔 전용 인트라넷, 마이컴기반 등 이것저것 개발

• 바로풀기 소개
• 전형적인 스타트업 (8억원 Seriese-A 투자유치, 7명 직원)
• 10대 학생 대상의 학습Q&A 모바일서비스.

• 학습앱 분야 3위(EBS, 메가스터디, 바풀)
• 하루 3000개 가량의 질문, 80% 답변률, 2만건 수준의 댓글 활동.

• 네이버 지식인의 해당 카테고리에서 (거의 모든 수치에서) 2배의 활동량.
• …아직 그리 크진 않습니다.



바풀에서 현재 사용하는 Azure 구성 (Ap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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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도입기

• 초기 서비스는 KT uCloud.
• uCloud의 단점

• 사진 중심 서비스인데 Blob 지원이 약함.
• 통계도 약함.
• PaaS는 거의 없다시피 함.
• ‘그냥 좀 좋은 호스팅‘
• 장점은 좀 더 저렴한 비용, 빠른 속도.

• Azure 초기 유저로,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음.
• 온라인 평가 시스템(IBT) 개발
• Storage Blob, ASP.NET MVC (Azure WebSite)+SignalR
• “아하…이거 괜찮네.“

• 바풀에 작년에 합류 후, 리비전 진행 중.



Azure 장점 ∩ 오늘의 주제

• 평범한 앱+웹서비스 회사의 시나리오
• 푸시
• REST
• O-Auth
• Infinite Scrolling 방식의 데이터스트림

• 푸시
• Push Notification Hub 소개
• Mobile Service Push  Push Notification Hub 전환

• Service Bus
• Service Bus 소개
• Infinite Scrolling 을 Service Bus로 구현



오늘의 주제

Microsoft Azure

Notification Hub Service Bus

“단말에 푸시 보내고 싶어요” “큐(queue)로 이벤트 처리하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

Microsoft Azure

Notification Hub Storage Queue

“단말에 푸시 보내고 싶어요” “큐(queue)로 이벤트 처리하고 싶어요”

Azure Mobile Push Service Bus



1. 단말에 푸시 보내고 싶어요



1.1 Mobile Service Push



“푸시 보내고 싶어요“

Mobile Service로 쉽고 빠르게 만들기 Notification Hub로 발전적으로 만들기

동작원리
- DB에 기록하면 트리거로 작동

장점
- 순식간에 구현 가능
- 비용 부담이 매우 적음

단점
- 단체전송 지원 안됨
- Pruning(불량전송시 후처리) 지원 미약
- 다양한 시나리오 지원 안됨

동작원리
- Service Bus에 기록하면 Subscribe로 작동

장점
- 걱정없이 대용량 처리 가능
- 수신 결과에 대한 (거의) 확실한 보장
- 메시지 커스텀 및 다국어 지원이 가능

단점
- 클라이언트에 전용 라이브러리 필요
- 가격이 좀 더 비쌈



Azure Mobile Service Push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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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Service Push 소스

• 기본 설정 방법
• http://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mobile-services-

android-get-started-push/?fb=ko-kr

• 클라이언트가 Zumo에 전송하는 JSON 정보
• https://gist.github.com/YoungjaeKim/5759459
• 소스에 <DOMAIN>, <TABLE-NAME>, “YOUR-AZURE-MOBILESERVICE-KEY-IS-HERE” 등은 직접 교체해주세요.

• Zumo의 DATA>SCRIPT 메뉴에서 iOS, 안드로이드에 푸시를 보내는
스크립트
• https://gist.github.com/YoungjaeKim/5759503
• 현재까지 70만건 이상 안정적으로 사용 중.

http://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mobile-services-android-get-started-push/?fb=ko-kr
https://gist.github.com/YoungjaeKim/5759459
https://gist.github.com/YoungjaeKim/5759503


1.2 Notification Hub



Notification Hub 작동 원리 (기본)

어딘가에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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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결과 취득
불량 전송 건에 대한 피드백 처리



Notification Hub 작동 원리 (상세)

어딘가에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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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을 요리하자

• 토픽은 Key이며, Key-Value 로 이루어진 값을 대상에게 전송합니다.

• 기본 활용: 한 ID의 단말에 보내고 싶다
• 토픽명: userId
• 예시: userId=Youngjae
• 참고: userId=Youngjae로 등록된 모든 단말에 전송 (내 모든 단말)

• Microsoft를 “좋아요” 한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다.
• 토픽명: like
• 예시: like=Microsoft

• Microsoft를 “좋아요” 한 한국어 유저들에게 보내고 싶다.
• 토픽명1: like, 토픽명2: locale
• 예시: like=Microsoft && locale=“ko-KR”



템플릿도 사용해보자

• 템플릿은 클라이언트에서 $(name)과 같이 변수껍데기를 등록하면 보낼 때
name=“youngjae” 식으로 내용을 채워서 받을 수 있음.

• 사용 시나리오
• 한국어 유저의 폰 등록 Template = “$(Korean)”

• 서버 전송 Korean=“안녕”, English=“hello”

• 클라이언트는 푸시를 받을 때 “안녕“만 취득함.

• 토픽과 적절히 섞어 쓰면 맞춤 푸시를 보낼 수 있음.
• 토픽은 수신 대상을 규정

• 템플릿은 해당 범위에 세부적인 맞춤 정보를 제공

• 적용시 중요: 서비스에서 기획이 명확하게 잡혀있어야 효과가 좋음.
• 안그러면 땜빵 템플릿이 넘칠 수도.



실용적인 팁

• 항상 태그에 “userId:아이디“를 기본으로 적용하면 좋음.
• 해당 ID에 맞추어 모든 기기로 전송됨.

• 어차피 보낼 때 태그가 없으면 모두에게 보냄 (broadcast) 
 장점이지만 대재앙이 될 수 있으니 서버에서 깐깐하게 처리할 것.

• 동일한 이름의 template은 덮어쓰기됨.
• 별도의 업데이트 처리 불필요.

• 푸시가 SMS가 아니므로 시간차가 있을 수 있음.
• Free 버전일 경우 간헐적으로 몰아서 처리됨 (경험상 약 1~2분)



Demo
Notification Hub



정리

Mobile Service로 쉽고 빠르게 만들기 Notification Hub로 발전적으로 만들기

원리
- Zumo에서 전송만 대행해줌

이럴 때 쓰세요
- 가볍게 푸시 기능 만들고 싶을 때
- 공지 뿌리는건 나중에 생각할 때

원리
-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 전용 규격으로 처리

이럴 때 쓰세요
- 단체 푸시를 보내야 할 때
- 전송 품질을 높이고 싶을 때
- 메인 서버 부담을 낮추고 싶을 때
- 복잡한 메시지 형태를 지원해야 할 때
- 사용자 시나리오가 완성된 후에 적용하길 권장



Notification Hub 소스

• 주의할 점
•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해주세요.

• http://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notification-hubs-
android-get-started/?fb=ko-kr

• 메시지 보내는 서버 소스
• http://blogs.msdn.com/b/azuremobile/archive/2014/04/08/push-notifications-

using-notification-hub-and-net-backend.aspx

• 좋은 예시
• https://github.com/sabbour/breakingnews

•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머는 아래 링크 참조.
• http://www.slideshare.net/agrocholski/google-devfest-mn-notification-hubs

http://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notification-hubs-android-get-started/?fb=ko-kr
http://blogs.msdn.com/b/azuremobile/archive/2014/04/08/push-notifications-using-notification-hub-and-net-backend.aspx
https://github.com/sabbour/breakingnews
http://www.slideshare.net/agrocholski/google-devfest-mn-notification-hubs


2. 큐(queue)로 이벤트 처리하고 싶어요



“큐(queue)로 이벤트 처리하고 싶어요“

Storage Queue로 쉽고 빠르게 만들기 ServiceBus Queue로 발전적으로 만들기

동작원리
- Storage의 응용판

장점
- 순식간에 구현 가능
- Azure WebSites의 WebJob과 찰떡궁합

단점
- 실시간성이 중요하다면 약간 느림

동작원리
- Service Bus에 기록하면 Subscribe로 작동

장점
- 부담없이 대용량 처리 가능
- 더욱 풍부한 API

단점
- 저렴하다고 할 순 없음.

두 기술의 차이 상세 설명
• 스펙 비교: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hh767287.aspx
• 코드 비교: http://msdn.microsoft.com/en-us/magazine/jj159884.aspx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hh767287.aspx
http://msdn.microsoft.com/en-us/magazine/jj159884.aspx


2.1 Azure Storage Queue 



Azure Storage Queue 동작 원리

어딘가에서 입력

Azure Storage

Queue

Blob

Table

WebSite

WebJob

활용방법 예시: Queue는 입력받으면 WebJob에서 자동으로 실행, 결과는 Azure Table 등에 담을 수 있음.

자동
트리거



Azure Storage Queue 활용 예시

• Azure WebSite WebJob과 연동
• 콘솔프로그램을 만든 후 github에 올리면 자동

으로 Pull  Compile  Deploy  동작.

•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및 로그 확인 가능.

• 자동 스케일링 지원.

• 트리거, 계속, 스케줄링 등 실행유형 지정. 

• 참고사항
• 간단한 작업에 좋음

• 대표적인 예시: 이미지 압축

• 속도가 빠르진 않음

• 관련 문서
• WebJob 시작하기

• WebJob 관련 자료 모음

http://www.asp.net/aspnet/overview/developing-apps-with-windows-azure/getting-started-with-windows-azure-webjobs
http://curah.microsoft.com/52143/using-the-webjobs-feature-of-windows-azure-web-sites


2.2 Service Bus



Service Bus 개요

• Push Notification Hub도 Service Bus 중 Topic의 응용.

• 구성
• Queue

• Topic

• Relay

• Notification Hub



간단 개념잡기

• Queue
• 일명 ‘선입선출(FIFO)’ 방식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대기열.
• 주로 이벤트 처리에 활용.
• OS의 핵심 요소 중 하나.

• Topic
• Queue의 확장판으로 분기해주는 switch가 더해짐.
• 일명 Publisher-Subscriber 방식이라고도 함.
• 분산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

• Relay
• WCF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모델.
• WCF 기반으로 서비스가 구축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
• 참고: WCF는 REST 기반 웹API 기능 외에, 동기화, 양방향성, 세션처리, 보안 등에 여지가

많음.



Service Bus Queue

단순한 구조인만큼 코드도 간단함.
http://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service-bus-dotnet-how-to-use-queues/

http://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service-bus-dotnet-how-to-use-queues/


Service Bus Topic

중요 개념: 가상의 큐가 각 토픽마다 할당된 것과 마찬가지.

http://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service-bus-dotnet-how-to-use-topics-subscriptions/?fb=ko-kr

http://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service-bus-dotnet-how-to-use-topics-subscriptions/?fb=ko-kr


Topic을 이용한 뉴스피드

• 기본 구성요소
• 캐시: 데이터베이스 처리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 데이터의 단위화: 주어+동사+목적어+부가데이터 형태로 구성.

• 관계네트워크: 팔로잉/팔로워 또는 깊은관계/얕은관계 등으로 구성

• 백그라운드워커: 개인화 피드의 중복 제거 및 중요도에 따른 정렬 수행

• 페이스북, 트위터와 유사한 SNS 피드 구성 방법 2가지
• Fan-out: 처음 작성 후 관련 인맥에 퍼뜨림.

• Fan-in: 사용자가 데이터를 부를 때 다수의 소스에서 결합하여 가져옴.

• 추가 지식 참고: http://www.quora.com/What-are-best-practices-for-building-something-like-a-News-Feed

http://www.quora.com/What-are-best-practices-for-building-something-like-a-News-Feed


Topic을 이용한 뉴스피드 구성 예시

입력

Azure Storage

Table

EndPoint
Cache

Item 1

Feed Server
Item 2

Item 3

…

Item N

Topic

DB

Background
Job

Database
Cache

App

Queue

작성자

작성자의 친구
(Friend 3)

Hydrating
(데이터를 완전체로 불려줌)

최소한의 데이터
(id, timestamp, verb, …)

작성자의
친구에게 뿌려줌

Message
Listener

Friend 1

Friend 2

Friend 3

Message
Listener

Message
Listener

Input Handler



Topic을 이용한 뉴스피드 구현

• Topic에서 Table Storage까지의 코드 리뷰
• 메시지에 사용자 이름에 맞는 Properties[“username”]를 추가

• Username에 대한 토픽 필터를 적용

• Loop를 적용하여 메시지 체크

• Microsoft 제공 참고 소스
• Azure Documentation

• 샘플 소스: Getting Started : Messaging With Topics

http://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service-bus-dotnet-how-to-use-topics-subscriptions/
http://code.msdn.microsoft.com/windowsazure/Getting-Started-Brokered-614d42e5


다 끝났어요.



Azure 꿀팁 몇가지

• “김팀장, 10분마다 이 url에다가 get 신호 좀 먹여줘요.“
• 코드 한 줄 없이 Scheduler > Job 생성 > URL과 시간주기만 입력하면 끝.

• “Service Bus를 쉽게 관리하는 툴 없나요?”
• Service Bus Explorer를 써보세요. 설명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 받은 후 2.1.zip 파일을 압축 풀고 ServiceBusExplorer.exe를 실행하세요.

• “Azure Storage를 탐색기처럼 관리하는 툴 없나요?”
• Azure Storage Explorer를 써보세요.

• 더 전문적인 것 (유료): Azure Management Studio

• Azure는 어떤 서버 언어와 잘 맞는가 (API 지원의 성숙도)

• .NET > Java >> Python

• Node.js 를 Mobile Service 사용할 때 활용도가 높음.

http://blogs.msdn.com/b/paolos/archive/2013/09/30/service-bus-explorer-2-1-adds-support-for-notification-hubs-and-service-bus-1-1.aspx
http://code.msdn.microsoft.com/windowsazure/Service-Bus-Explorer-f2abca5a
http://azurestorageexplorer.codeplex.com/
http://www.cerebrata.com/products/azure-management-studio/introduction


Azure Mobile Push 참고자료

• Azure Documentation Center

• MSDN

• REST 기반 Zumo Push 소스
• https://gist.github.com/YoungjaeKim/5759459

• Zumo 푸시 소스
• https://gist.github.com/YoungjaeKim/5759503

http://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articles/mobile-services-ios-get-started-push/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dn167707.aspx
https://gist.github.com/YoungjaeKim/5759459
https://gist.github.com/YoungjaeKim/5759503


Notification Hub 관련 참고자료

• Azure Documentation Center

• MSDN Documenation

• 각 단말 플랫폼별 문서
• Android (tutorial)

• iOS (tutorial)

• Windows Store (tutorial)

• Windows Phone (tutorial)

• Channel 9 동영상
• Introduction

• iOS

• Windows Store

• Tags and Templates

• 온라인 학습: Microsoft Virtual Academy

• REST API
•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windowsazure/jj710108.aspx

http://www.windowsazure.com/en-us/documentation/services/notification-hubs/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jj891130.aspx
http://www.windowsazure.com/en-us/documentation/articles/notification-hubs-android-get-started/
http://www.windowsazure.com/en-us/documentation/articles/notification-hubs-ios-get-started/
http://www.windowsazure.com/en-us/documentation/articles/notification-hubs-windows-store-dotnet-get-started/
http://www.windowsazure.com/en-us/documentation/articles/notification-hubs-windows-phone-get-started/
http://channel9.msdn.com/Shows/Cloud+Cover/Episode-100-Introduction-to-the-Windows-Azure-Service-Bus-Notification-Hubs
http://channel9.msdn.com/Blogs/Subscribe/Service-Bus-Notification-Hubs-Code-Walkthrough-iOS-Edition
http://channel9.msdn.com/Blogs/Subscribe/Service-Bus-Notification-Hubs-Code-Walkthrough-Windows-8-Edition
http://channel9.msdn.com/Blogs/Subscribe/Service-Bus-Notification-Hubs-Tags-and-Template-Concepts-Whiteboard
http://www.microsoftvirtualacademy.com/training-courses/mobile-apps-to-iot-connected-devices-with-windows-azure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windowsazure/jj710108.aspx


Azure Service Bus

• Azure Documentation Center

• MSDN

http://azure.microsoft.com/en-us/documentation/services/service-bus/?fb=ko-kr
http://msdn.microsoft.com/library/azure/ee732537.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