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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이트, 기업 이벤트 사이트, 뉴스 사이트, 블로그, SNS, 소셜 게임과 같은
각종 웹 시스템은 이제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웹 서
비스는 24시간 365일 항상 작동하는 것(가용성이 높은 시스템)이 당연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제 그 서비스들이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다. 예상된 접속자 수에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없는 웹 시스템은 지금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은 개인이 구축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기업
이나 공공기관 시스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웹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가능
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싶지만, 그런 시스템을 위해 비용을 많이 들이면 사업상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
때그때 최적의 리소스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확장 가
능한 시스템’이라 하며 최근 웹 서비스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일은 시스템을 만드는 사
람들의 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프레미스(On-premise)에서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여러 클라우
드(cloud)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조건에 맞춰 가용
성과 처리 능력을 선택하고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해도 사용자 요청에 따라 안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정
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점만 보자면 클라우드 도입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또 내
부에서 관리하는 온프레미스 서버와는 달리 클라우드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할 경
우 시스템이나 서비스 대부분이 관리자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성능 개선을 위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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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확장성을 가지며 가용성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 담당자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클라우드를 이용한 설계’와 ‘부하 테스트’ 그리고 그에 필요한 사
전 지식, 구체적인 방법, 사례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실제 부하 테
스트를 위해 ‘직관적이지 않은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즉 부하 테
스트 결과 보고서를 읽는 사람에게도 그런 조건들을 설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엔지니어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
겠다.
나카가와 타루하치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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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하 테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정 등
의 이유로 생략되는 상황을 많이 보았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공개하기 전 가장 중요한 작업이 부하 테스트라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같
이 높은 가용성과 성능을 요구하는 웹 서비스에서는 부하 테스트가 필수적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엔지니어가 EC2 인스턴스(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
한 서버) 등의 인프라를 늘리는 방식으로 서비스 부하에 대응했다면 큰 비용이 발생

하며, 비즈니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한다. 적절한 부하 테스트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서비스에 맞는 인프라 구조와 규모를 산정해 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부하 테스트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부하 테스트의 목적과 부하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하를 어떻게 주어야
할지,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 등 부하 테스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실무에 필요한 ApacheBench(ab), Apache JMeter, Locust(파이
썬으로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한 부하 테스트 도구), Tsung(Erlang으로 만들어진 도구) 등의

부하 테스트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소개하고 XHProf, NewRelic, CloudWatch의 사
용 방법과 MySQL, Aurora, memeche에 관한 내용도 수록했다. 그리고 외부 API 접
근에 대한 고려사항 등도 다루고 있어 실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부하 테스트 입문
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시작하는 엔지니어나 부하 테스트를 하려는 개발자뿐
아니라 부하 테스트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부하 테스트의 개념을 잡고 무사히 마칠 수 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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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덟 번째 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
다. 우선 매번 부족한 필자에게 번역 기회를 주시고 비록 일정을 맞추지 못했지만 너
그럽게 이해해 주셨던 제이펍 출판사의 장성두 실장님, 이종무 팀장님께 감사의 말
씀을 전한다. 항상 바쁜 아빠를 위해 응원을 해준 첫째 지민이와 둘째 지유, 그리고
와이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번역 작업에 고
통을 같이해준 ‘Pivotal Lab’ 정윤진 수석님과 부록에 좋은 내용을 써준 AWS Korea
김필중 SA 님을 포함하여 모든 분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박상욱

옮긴이 머리말

xv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많은 부하 테스트 도구와 모니터링 도구 중 일부를 소개하고 있지만, 무엇보
다 도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하 테스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부
하를 주는 도구들은 정말 많으며 계속 새로운 도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부하 테스트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
로젝트 관리에서 운영체제 레벨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웹 시스템의 서버 쪽 부하 테스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 위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１ 온프레미스 환경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의 운용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구성의 하이브
리드 시스템 개발, 운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하 테스트와 PDCA 사이클

PDCA 사이클이라는 것은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ion(개선)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념이
다. 많은 업무 활동과 애자일(Agile) 개발과 부하 테스트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
라 PDCA 사이클을 반복하며 진행한다.
부하 테스트에서의 PDCA로 가장 처음 떠올리게 되는 것은 테스트 전체의 큰

PDCA라고 할 수 있다.

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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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AWS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주요 용어는 11.1 ‘용어 설명’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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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부하 테스트 계획 수립
Do: 부하 테스트 준비와 실행
Check: 계획한 목푯값과 전제 조건을 만족했는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는지
확인

Action: 부하 테스트 보고서 작성과 시스템 개선, 목푯값과 전제 조건을 검토한
다음 PDCA와 연결
일반적으로 시스템에는 ‘테스트’라는 테스트 항목 문서가 있고 그 순서대로 진행하
여 모든 항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만약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하 테스트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지
만, 때에 따라서 조건과 설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테스트 항목을 추가하는 등 결과
에 따라 비교적 많이 변경한다. 그래서 PDCA를 한 번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많은 작업이 발생하므로 시간과 리소스 낭비가 많아지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은 PDCA 중에 Do에 해당하는 ‘부하 테스트 준비와 실행’에 대해 세
분화된 확인 항목들을 준비하고 각각의 항목들을 확인하기 위한 세분화한 PDCA를
반복함으로써 부하 테스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하 테스트 전체 PDCA

[Plan]
부하 테스트
계획 수립
부하 테스트 실행 PDCA
[Do]
부하 테스트 준비
부하 테스트 실행

[Action]
개선 작업과
보고서 작성

P

A

D
C

[Check]
테스트 결과 확인

그림 0-1 부하 테스트에서의 P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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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테스트는 단순하게 사양에 따라 테스트 항목의 합격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과 대화하면서 상태에 따라 개선 방법을
찾아가는 개발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사전 예측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일정한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부하 테스트이며, 작은 PDCA를 만들어 시스템을 개
선해 나갈 때 부하 테스트는 의미 있다.

대상 독자
이 책은 웹 시스템 기획, 구축, 운용 등과 관련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
제 부하 테스트를 실행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웹 시스템에서의 부하에 대해
실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공부한다.

• 안정적인 웹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 분
• 현재 웹 시스템 부하로 인해 고민하는 분
• 부하 테스트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분(부하 테스트 초보자)
• 부하 테스트를 과거에 몇 번이고 해봤지만, 결과에 자신이 없는 분
• 시스템 설계에서 구축까지 한 번 더 공부하고 싶은 분
초보자나 입문자 이외에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도 이해하게끔 쉽게 설명했다. 또한,
엔지니어들에게도 어려웠던 부하 테스트 문제를 다루었고 결론적으로 부하 테스트
와 관련된 모든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각 장의 개요
1장 부하 테스트의 문제와 웹 시스템의 실패 사례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개발 환경에서 잘못된 부하 테스트 사례를 소개한다. 또 그
잘못된 부하 테스트 결과로 인한 실패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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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웹 시스템 설계 방법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을 가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방법과 온프레미스 환경에
서의 설계 방법,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설계 방법을 소개한다.

3장 부하 테스트 기본 지식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

4장 부하 테스트 도구
부하 테스트를 하는 데 필요한 부하 테스트 도구, 프로파일링 도구,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공통 개념과 선택 기준,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부하 테스트 도구를
사용한 부하와 실제 사용자 요청에 따른 부하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부하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면 발생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여러 문제를 소개한다.

5장 부하 테스트 계획
부하 테스트 계획 수립 방법과 시스템의 목푯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6장 부하 테스트 준비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설명한다. 또 준비되지 않은 부하 테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

7장 부하 테스트 실행 1(테스트 실행과 병목 현상 확인)
실제 부하 테스트의 실행 부분을 단계에 따라 나눈 PDCA 사이클을 파악하고 실제
어떤 순서로 그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작업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8장 부하 테스트 실행 2(원인 분석과 시스템 개선 작업)
부하 테스트에서 확인된 병목 현상별로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병목 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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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부하 테스트 보고서 작성
부하 테스트 완료 후에 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결정과 보고서 작성 방법을 소개한다.

10장 부하 테스트에 대한 실제 사례
실제 AWS 상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PDCA 사이클로 부하 테스트를 하고
부하 테스트 보고서 정리를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 PHP + JMeter + Xhprof
• Node.js + Locust + New Relic

11장 부록 Ⅰ
용어 설명
이 책 내용 중에서 사전 설명 없이 사용된 AWS 아이콘과 본문의 용어를 설명한다.

JMeter 시나리오 설명
10장 사례에서 사용한 JMeter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과 그 내용을 설명한다.

Locust 시나리오 설명
10장 사례에서 사용한 Locust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부하 테스트의 문제 설명
1장 내용 중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12장 부록 II
특별기고로 김필중 솔루션즈 아키텍트가 아마존 웹 테스트 로드 테스팅에 관해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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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전 직장 상사인 스피커 주식회사의 코우다 이사오 님의
추천으로 2015년 2월 레버레지즈 주식회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부하 테스트 세션
을 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사람들 앞에서 세미나를 한 것은 처음이라 분위기는 썩 좋진 않았지만, 슬라이드셰
어에 세션 슬라이드를 공개했는데 이를 일본 오라클 주식회사의 오쿠노 미키야 님이
언급하면서 많은 엔지니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후 오쿠노 님의 추천으로
기술평론사의 이케모토 코헤이 님으로부터 《Software Design》 잡지 특집으로 ‘부하
테스트 실전 입문’ 기사를 연재(총 4회)하고 책을 집필해 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후 엔지니어 기술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회사 동료인 모리시타
님에게 공동 집필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가 흔쾌히 승낙해서 많은 내용이 보완되며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다.
필자의 첫 세미나 무대를 만들어 주신 레버레지즈 주식회사, 항상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준 코우다 이사오 님, 인터넷상에 묻힐 뻔했던 저의 슬라이드를 빛 볼 수 있
도록 추천해주신 오쿠노 미키야 님, 잡지에 연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케모토
코헤이 님, 공동 집필해준 모리시타 님, 책의 집필을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업무로 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유메미 주식회사와 책 전체 교정과 검토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유메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 인터넷, 잡지, 책 등으로 기술에 대한 노하우
를 공유하는 엔지니어 분과 관련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나카가와 타루하치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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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도와준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특히 집필의 기회를 주신 스피커 주식회사의 코우다 이사오 님, 기술 평론사의 이케
모토 코헤이 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 집필을 권유해준 공동 집필자 나카가와 타루하치 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해준 주식회사 유메미와 책의 내용
을 교정하고 많은 의견을 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항상
응원을 해주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주위의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모리시타 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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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상열(삼성SDS)
테스트의 목적과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
다. 그대로 따라 해도 될 만큼 실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고, 시스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운
영하면서 부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고가용성과 높은 확장성의 시스템을 개발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호경(KT DS)
최근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AWS에서 성능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단계별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AWS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모든 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욱재(서울시립대학교)

AWS를 자주 사용하는 분 중 부하 테스트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읽기에 적합한
책입니다. 예제 코드와 함께 부하 테스트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서 상세하게 병목 구
간을 찾아 나갑니다. 하나하나 상황별로 설명을 해주는 책이라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
니다. 하지만 AWS와 직접 연관된 책인 만큼 AWS에 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
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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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영(NSHC)
좋았던 점은 실패 사례와 실제 테스트 도구가 서술되어 있어 현장감과 공감도가 높았
습니다. 테스트 이후 보고서 및 실제 사례도 서술되어 있어 실무적 활용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AWS 자체의 특성이나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부
하, 성능 이슈를 극복한 사례가 더 많이 수록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홍근
이 책은 부하 테스트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
로 시작하지만, 하나씩 문제를 수정해가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생생
하게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도록 도
움을 주는 책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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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테스트의 문제와
웹 시스템의 실패 사례

1.1 잘못된 부하 테스트
여기에서는 실제 개발 현장에서의 잘못된 부하 테스트 사례를 소개한다. 비즈니스
입장에선 문제없을지라도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문제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부하
테스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강조 표시한 내용은 꼭 읽어
보길 바란다.
필자가 부하 테스트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은 내용은 11.4 ‘부하 테스트의 문제 설명’에서
소개한다(※의 번호별로 설명한다). 또 부하 테스트 용어나 AWS 용어에 대해서는 이 장

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장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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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례에서의 등장 인물과 상황
발주 기업(제조업)
A 씨: 프로젝트 책임자

이벤트 사이트 개발 의뢰
개발 업체

B 씨: 영업

C 씨: PM

D 씨: 부하 테스트 담당
(※ 개발팀 외 도움)

그림 1-1 등장 인물(이하 A, B, C, D로 표기한다)

웹 시스템 개발 회사의 영업 담당 B는 어떤 개발 프로젝트 기간 견적을 고객사에 제
출하게 되었다(그림 1-1). 발주사인 고객은 대기업 제조회사이고 담당자는 A다. A는 이
프로젝트의 총 책임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A는 웹 개발에 많은 지식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A에게 들은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청사항
• 이벤트에서 사용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원한다.
• 일정은 확정된 상태이며 3개월 후에 오픈해야 한다.
• 상세한 요구사항은 정의되지 않았으며, 지금부터 정의가 필요하다.
•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 이벤트 응모에 대해서는 가동 중인 기존 시스템과 연결이 필요하다.

1.1 잘못된 부하 테스트

3

이 내용에 대해 개발 업체에서는 클라우드(Cloud)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그림 1-2)을
제안하기로 했다.

제안 시스템

모바일/PC로 이벤트 응모

DNS 서비스

로드 밸런서

web app
server

web app
server

web app
server

web app
server

가상 서버

가상 서버

가상 서버

가상 서버

응모 데이터 저장

Database

Database
（상시 대기 방식）

데이터 센터 A

데이터 센터 B

그림 1-2 제안 시스템 개요

1.1.2 잘못된 개발 일정
먼저 시스템과 개발 일정에 대해 제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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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통신

기존 시스템
(온프레미스 환경)

개발자 미팅
A: 개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B: 상세 요구사항 정의가 필요하지만, 개발 기간으로 보면 요건 정의와 설계에 1
개월, 개발에 1개월, 그 후 서비스 환경 구축과 통합 테스트에 2주, 인수 테스
트 2주를 포함하여 총 3개월로 보면 되겠죠.

A: 우리 회사의 기회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들의 응모가 집중되어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은 없겠죠?

B: 이번 일정을 보면 부하 테스트는 실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1)
A: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정은 변경할 수 없어요. 부하 테스트를 안 하면 안 되나
요?

A: 네. 부하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부하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클라우
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부하를 보면서 리소스를 조정할 수 있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3)

A: 바로 리소스를 추가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B: 대부분의 리소스를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정지하지 않고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고 일부 꼭 서비스를 정지해야 하는 리소스의 경우 초기부터 가장 높은
리소스를 설정하면 됩니다. (※ 4)

A: 그럼 안심이네요. 좋습니다. 부탁합니다.
처음부터 좋지 않은 느낌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까지 결정된 사항
•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구축한다.
• 부하 테스트는 하지 않는다.
•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 잘못된 부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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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픈일

요건 정의·설계
개발(단위 테스트 포함)
서비스
환경 구축
통합 테스트

1개월

인수 테스트

2개월

3개월

※ 부하 테스트는 시간 문제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 성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림 1-3 초기 개발 일정

개발 회사 사내 미팅
회사로 돌아온 B는 이번 프로젝트의 담당인 C와 오늘 있었던 미팅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B: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일정으로 결정되었으니 개발을 부탁합니다.
C: 개발 내용만 봐도 일정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부하 테스트는 어떤 환경에서
하나요?

B: 고객사 결정으로 부하 테스트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없겠죠. (※ 5)
C: 아니요. 문제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운되도 되나요?
B: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도록 할 수
있죠. (※ 6)

C: 다운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부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처음 해보는 상황이라 부하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B: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일정은 변경할 수 없어요.
C: 그럼 오픈하기 전 인수 테스트 때 하도록 (※ 7) 하겠습니다.
B: 음… 부하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되었지만, 내일 미팅 때 부탁해 보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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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벤트의 규모나 예상되는 부하를 알 수 있나요?
B: 그 내용도 내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C: 혹시 가능하면 저도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일정표는 제가 수정해 두겠습니다.
오늘

오픈일

요건 정의·설계
개발(단위 테스트 포함)
서비스
환경 구축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
부하 테스트

1개월

2개월

3개월

※ 오픈 전 인수 테스트와 병행하도록 하여 부하 테스트 기간을 확보한다.

그림 1- 4 부하 테스트를 추가한 개발 일정

1.1.3 잘못된 테스트 전제 조건
이번 시스템 개발에서 부하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한 B는 A와 협상하게 되었다. 이
번에는 C도 같이 참석했다.

발주자 미팅
B: 어제 부하 테스트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을 대비해 (※ 8) 인수 테스
트와 함께 부하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A: 일정에 영향은 없겠죠?
B: 네.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하 테스트는 인수 테스트 환경과 같은 서비스 환
경에서 할 예정입니다. (※ 9)

A: 그럼 인수 테스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전달해
두도록 하죠.

1.1 잘못된 부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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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감사합니다. 부하 테스트 전제 조건이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 예상 사용자
수나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A: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사용자가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 10)
C: 아니요. 사용자 수 기준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전 이벤트에서의 참가자 수 등을 알 수 있을까요?

A: 그때는 100만 명이 응모했습니다. 그럼 그때의 2배인 200만 명으로 잡으시죠.
C: 200만 명이 응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A: 그리고 이 이벤트에 동시 참가 가능한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C: 웹 서버의 MaxClients를 256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최대 인원수는 256명입니다.
(※ 11)

A: 그 정도인가요?
C: 아니요. 죄송합니다. 웹 서버는 여러 대 사용하므로, 예를 들어 10대를 사용하
면 10배인 2,560명이 동시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 11)

A: 그렇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B: 가동 중인 기존 시스템과 연결한 상태에서 부하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문제
는 없을까요?

A: 그건 안 됩니다. 혹시 개발 환경과 연결 (※ 12)해서 할 수 없을까요?
C: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12)

여기까지 결정된 사항
• 부하 테스트는 오픈 직전에 실행한다.
• 부하 테스트와 인수 테스트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기간 내에 수행한다.
• 사용자 수와 규모 예상은 대략적으로 산정했다.
• 피크 시에 시간당 사용자 수는 산정되어 있지 않았다.
• 부하 테스트 시 이용할 외부 서비스는 개발 환경을 사용한다.
• 위의 외부 서비스 개발 환경의 시스템 사양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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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잘못된 테스트 준비
불안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요건 정의와 설계,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비스 환경 구축과 같이 부하 테스트 계획 수립, 부하 테스트 준비를
했다.
부하 테스트 전날 이번 프로젝트 개발팀과 다른 팀의 D에게 부하 테스트를 부탁하
게 되었다.

C: 자 그럼 D 씨, 부하 테스트 준비를 부탁합니다. 부하 테스트는 내일부터 할 예
정입니다. (※ 13)

D: 내일부터요? 부하 테스트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하 테스트 도구를
위한 서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C: 이번에 서버 준비를 하지 않았나요?
D: 그럼 이번에는 저의 작업용 PC를 사용하시죠. 사양이 좋은 PC라 테스트하는 데 문
제는 없을 겁니다. (※ 14)

C: 그럼 부탁드립니다.
D: 부하 테스트 도구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C: 대충 정해도 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똑같지 않나요? (※ 15)
D: 그럼 Apache Bench (※ 15)를 사용하죠. 적당한 더미 데이터도 준비해 두겠
습니다. 부하 테스트용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C: 서비스 환경에 오토 스케일링을 설정해둔 시스템이 가동 중이니 그 환경을 사용하
세요. (※ 16)

D: 데이터베이스 서버는요?
C: 이미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할 서버가 설정되어 있으니(※ 17) 그 서버를 사용하세
요. 또 다른 인프라와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서비스가 다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서 부하 테스트해 주세요. (※ 18)

D: 알겠습니다.
C: 이번에 개발팀은 부하 테스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문제없겠죠? (※ 19)
D: 부하 테스트는 시스템 외부에서 하는 테스트라 괜찮습니다. (※ 19) 그럼 진행하도
록 하죠.
1.1 잘못된 부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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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결정된 사항
• 부하 테스트 담당은 개발팀과 다른 담당자가 진행한다.
• 부하 테스트 준비 기간은 1일로 한다.
• 부하 테스트 서버는 작업자의 PC를 사용한다.
• 부하 테스트 도구는 Apache Bench를 사용한다.
• 환경은 서비스로 이용할 구축이 완료된 환경을 그대로 사용한다.
• 가동 중인 인프라와 연계된 부분이 있다.
• 개발팀은 부하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로직에 대한 시나리오는 알 수 없다.

부하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기한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의뢰를 받아 서둘러 준비를 시작한 D지만, 결국 Apache

Bench를 이용해서 부하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없게 되었고 이번 부하 테스트
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JMeter 사용 경험이 있어 JMeter를
사용하여 부하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

D: 응모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저런 시나리오로 하지 않는다면 응모를 받을 수 없
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를 동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테스트 전에 더미 사용자를 1명 추가해 두고 그 사용자로 응모하도록 하
죠. (※ 20)

에러도 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JMeter의 결과 분석 매트릭을 전부 활성화하
고(※ 21)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둡시다.

시간도 없으니 테스트 한 번만 통과하면 테스트를 끝낼 수 있도록 (※ 22) 완벽한
시나리오로 만들어 두죠. 일단 Thread 수 1, Loop 수 1로 가볍게 한 번만 돌리
고…. OK! 준비 끝. (※ 23)

여기까지 결정된 사항
• 사용자 등록 시나리오는 테스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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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는 같은 사용자로 테스트한다.
• JMeter 모니터링용 리스너를 추가한 상태에서 테스트한다.
• 테스트는 한 번에 끝낼 예정이다.
• 시나리오를 여러 번 실행하거나 복수의 Thread 수로 시나리오 확인을 하지 않
는다.

1.1.5 잘못된 테스트 실행
드디어 고객과의 협의를 끝내고 부하 테스트를 하게 되었다. 테스트는 D 혼자 하게
되었다(그림 1-5).
개발 업체 사무실
부하 테스트 서버
(D가 소유한 PC)
부하 테스트

DNS 서비스

실제 환경과 같음
(인수 테스트 환경과 공유)
로드 밸런서

web app
server

web app
server

web app
server

web app
server

가상 서버

가상 서버

가상 서버

가상 서버

Database

Database
（상시 대기 방식）

데이터 센터 A

HTTPS 통신

외부 연계 시스템
테스트 환경

데이터 센터 B

그림 1-5 부하 테스트 실행

1.1 잘못된 부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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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하를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했으니 10 Thread로 10번 정도로 테스트를 해보
죠. 이 테스트로 서버에는 100회의 HTTP 요청이 들어갑니다. (※ 24)

CloudWatch에서 보면 부하는 아직 여유 있어 보입니다. (※ 25)
조금씩 Thread 수를 늘려서 Throughput(처리량) 합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
는 상태를 이 시스템의 한계라고 하죠. 50 Thread일 때 Throughput의 합계가

100rps로 50 Thread 이상으로 늘려도 Throughput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
므로 이 시스템의 동시 접속 가능한 수는 50명 (※ 26)으로 1초간 100 응모까지 받
게 되면 (※ 27) 1일에 864만 명의 응모를 받을 수 있다 (※ 28)는 값이 나오니 문

제는 없을 것 같네요.
부하 테스트 도구에서 보면 이 때의 Latency(지연 속도)는 평균 400ms입니다. (※

29) 조금 느리지만 웹 서버 대수를 2배로 늘리면 Latency도 반으로 줄고 200ms
가 될 것입니다. (※ 30)

이 때 서버의 리소스 사용 상태를 보면 어떤 리소스도 특별히 큰 부하를 발생
시키고 있지 않아서 문제는 없습니다. (※ 31)

웹 서버는 전혀 스케일 아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최저 대수
상태로 리소스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버 대수는 최소 대수 설정을
변경하여 대응하도록 하죠. (※ 32)

결과 값이 확인되었으니 보고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끝냅시다. (※ 33)

1.1.6 잘못된 테스트 보고서
D는 부하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제목
OO사 이벤트 시스템 부하 테스트 보고서

결론
• 본 시스템으로 목표 사용자 응모 수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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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할 환경을 사용함
• 부하 테스트 시에 외부 시스템과 연결된 상태에서 테스트함

테스트 목적
• 본 시스템으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사용자 수를 예측함
• 본 시스템에서 시간당 응모 가능한 수를 예측함

테스트 내용
• JMeter로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모를 완료하기까지 일련의 시나리오
를 작성하고 그 시나리오를 해당 시스템에서 실행한다.

부하 테스트 결과
• 본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 가능한 사용자 수는 50명
• 본 시스템에서는 초당 100 응모를 받을 수 있다.
• 본 시스템에서는 1일에 864만 응모를 받을 수 있다.
• 본 시스템의 응답 시간은 평균 400ms이다.
•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응모가 집중되는 상황에도 각 리소스가 과부하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시스템 개선 제안
• 본 시스템에서 응모 받을 수 있는 수를 늘리려면 오토 스케일링의 최저 대수를
늘려야 한다.

• 본 시스템에서 응답 시간을 200ms로 내리려면 오토 스케일링 최저 대수를 2배
로 늘려야 한다.
(보고서 완성 후에…)

D: 마지막으로 테스트 기간 중 리소스 사용 현황 캡처 화면을 부록으로 넣고
끝내시죠. B 씨, 어떠세요?

1.1 잘못된 부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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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럼 테스트 결과는 문제없는 거군요. 리소스 사용 상태도 특별히 문제없고
요. 그럼 고객사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점
이 보고서에서는 잘못된 점을 강조 표시하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모든 내용이 잘못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오류와 착각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사례라
고 볼 수 있다. 실제 이 내용만 보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잘못된 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구조적 문제: 프로젝트 진행 시 부하 테스트에 대한 인식 부족
• 경험의 부재: 담당자의 지식 및 이해 부족

부하 테스트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의 문제
부하 테스트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실제 일정이나 환경, 예
산 등의 비즈니스적인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비즈니스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실제 어
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 및 이해 부족에서 오는 문제
담당자의 지식 및 이해 부족에서 오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클라우드나 웹 시스템에 대한 지식 부족
• 시스템 평가 관련 지표에 대한 지식 부족
• 부하 테스트 진행에 대한 지식 부족
이 모든 내용은 피할 수 있는 문제로 꼭 피해야만 한다.

14

CHAPTER 1 부하 테스트의 문제와 웹 시스템의 실패 사례

1.2 웹 시스템 실패 사례
현재 세상에는 대규모 웹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부하 대책에 실패한
시스템이 많이 존재한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
용자 수가 없어서 문제없는 것이지 실제 예상했던 많은 사용자가 요청하게 되면 버티
지 못하는 웹 시스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 중에서 웹 시스템 성능 부족으로 발생했던 장애 사례 3가지를 소개한다.
모든 사례에서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그리고 시스템 개발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사례 중에서는 적절한 시스템 설계와 부하 테스
트를 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었으므로 개발 업체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벤트 시스템 실패 사례
• 쇼핑몰 사이트 실패 사례
• 도서관 검색 시스템 실패 사례

1.2.1 이벤트 시스템 실패 사례
배경
제조 판매를 하는 어떤 업체에서 이벤트 기간 상품을 구입한 손님만 참가할 수 있는
할인 쿠폰 추첨 이벤트를 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클라우드에 구축되어 확장이 자유롭고 부하 테스트도 개발 업체에서 수행
한 상태이다. DB는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스케일 업이 불가능하여 예상 이상의 부
하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부터 최상위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하기로 했다.
사전에 각종 매체에 대대적인 이벤트 홍보를 하고 이벤트 오픈과 동시에 기업 홈페이
지와 쇼핑몰 사이트에 배너를 올리고 이벤트 사이트를 오픈했다.

1.2 웹 시스템 실패 사례

15

장애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오픈 직후에는 문제없이 이벤트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점점 응답속도가 떨
어졌고 추첨할 때 타임 아웃이 발생했다. 마침내 메인 페이지도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매장과 문의 채널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 홈페이지와 쇼핑몰 사이트 등에 올린 배너를 차단하여 사용자 유입을 막으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시 배너를 올리면 이벤트 사이트가 다운되는 현상
이 계속 발생했다. 부하가 클 때는 웹 서버가 스케일 아웃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
제 스케일 아웃이 되어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또 DB 서버도 이미 최상위 인스
턴스를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 스케일 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이후 시스템 발주자 쪽의 IT 부서에서 부하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부하 테스트를
실행한 결과 개발 업체의 부하 테스트는 의미가 없었고 처음부터 예상한 부하에는
견딜 수 없는 시스템임을 확인했다. 그래서 급하게 DB 쿼리 튜닝과 프로그램 수정을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벤트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없었고 예정된 이벤
트는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1.2.2 쇼핑몰 사이트 실패 사례
배경
어떤 업체의 쇼핑몰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이트의
다국어 지원과 리뷰 기능, 재고 조회 기능, 배송 시간 지정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
이었다.

장애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개편에 따른 URL이 변경되었고 사이트 개편에 따른 점검 직후부터 일부 프로그램에
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서버가 과부하 상태가 되었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
거나, 내용을 표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편 전의 사이트로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5일간 장애 상태를 유지했다. 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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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쇼핑몰 사이트는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대응책으로 라쿠텐, yahoo 쇼핑몰에
입점한 사이트로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 발생일로부터 6일째, 프로그램 개선과 CPU 등의 서버 리소스를 증설하여 쇼핑
몰을 다시 오픈했지만, 한동안은 접속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1.2.3 도서관 검색 시스템 실패 사례
배경
어떤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검색 시스템에는 ‘1시간에 400건 이상의 검색이 있으면
장애가 발생한다.’는 버그가 있었다. 개발 업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전 버
전부터 있었던 버그라 도서관 측에 통지하지 않았다.
수동으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검색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검색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같은 시의 주민인 A는 해당 페이지
를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하였다.

A는 검색 결과 데이터 요청이 도서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1초에 1 요
청이 프로그램에서 전송되게 하고 9시간에 걸쳐 천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크롤링을
실행하였다(합계 약 33,000 요청).

장애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초에 1회라는 요청은 웹 서비스에서 정상적인 요청 범위이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색 시스템에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검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해당 도서관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던 도서관 측은 로
그 분석을 통해 같은 사용자가 33,000회 요청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상황을

A에 의한 도서관 사이트 공격으로 판단하고 업무 방해로 고소하였다.
A는 결백을 주장하였고 결국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자로 실

1.2 웹 시스템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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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보도되고 20일의 구금과 심문에 응해야만 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도서관 측에서는 ‘A에게는 죄가 없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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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하 테스트 도구

4.1 부하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3가지 도구
부하 테스트는 부하 테스트 도구, 모니터링 도구, 프로파일링 도구 이 3가지를 사용
한다. 이 도구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부하 테스트 도구: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도구
• 모니터링 도구: 시스템 리소스 사용률을 가시화해주는 도구
• 프로파일링 도구: 미들웨어나 애플리케이션 내부 동작을 분석하고 가시화해주
는 도구
이 3가지는 테스트 도구로 시스템에 부하를 주고 모니터링 도구와 프로파일링 도구
를 사용하여 대상 시스템을 분석 및 평가한다(그림 4-1).
부하 테스트 도구

많은 Http(s) 요청으로 인해
시스템에 부하를 준다.
부하 테스트 대상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Apache

모니터링 도구

시스템 리소스
감시

PHP

MySQL

애플리케이션
감시

시스템 리소스
CPU

메모리

프로파일링 도구

스토리지

그림 4-1 부하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3가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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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하 테스트 도구 선택 기준
4.2.1 부하 테스트 도구란?
부하 테스트 도구는 웹 시스템뿐만 아니라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시뮬
레이션하여 대상 시스템의 상태를 고부하로 만들어준다. 부하 테스트 도구를 사용
하여 시스템에 많은 요청을 일으키고 DoS 공격이나 DDoS 공격이 들어온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든다. 부하 테스트 도구를 가동한 서버를 부하 테스트 서버라고 한다.
부하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에 HTTP(S) 요청을 발생시키는 것을
부하 테스트라고 한다. 부하 테스트 도구 중에는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직접

DB 부하 테스트하는 것도 있다.

부하 테스트 도구에 필요한 조건
웹 시스템에 적절한 부하를 주기 위해 부하 테스트 도구에 필요한 조건(또는 기능)은
다음 4가지이다.
조건 1 요청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한다.
조건 2 부하 정도를 조정 가능해야 한다.
조건 3 대상 시스템에 충분한 부하를 발생시켜야 한다.
조건 4 부하 테스트 도구·설치·장소 및 가동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 1 요청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한다
Apache Bench를 사용하면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를 할 수 없다. 정확한 요청 패턴
을 시뮬레이션할 수 없는 도구도 있다. 시나리오가 필요한 부하 테스트는 이러한 도
구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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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2 부하 정도를 조정 가능해야 한다
클라이언트 동시 접속자 수１, 요청 간격, 최대 Throughput 등을 조정하여 공격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설정은 대부분의 테스트 도구에서 가능하다.

조건 3 대상 시스템에 충분한 부하를 발생시켜야 한다
사용하는 테스트 도구에 따라 어디까지 효율적으로 부하를 줄 수 있는지 결정된다.
대상 시스템의 성능 지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도구는 달라진다.

조건 4 부하 테스트 도구·설치·장소 및 가동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부하 테스트 도구에 따라 기동할 수 있는 서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부하 테스트
서버를 설치하는 장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 SaaS 서비스로 원격에 설치된 서버에서 부하를 주는 도구도 있다. 그러나 원격에
서 부하를 주는 형태는 대상 시스템에만 부하를 주는 것이 어려워서 효율적인 부하
테스트를 하기엔 맞지 않다.

부하 테스트 도구 공통 개념
테스트 도구별로 부르는 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부하 테스트 도구는 표 4-1과 같
은 개념이다. 각 도구의 용어를 이해하면 도구가 바뀌더라도 같게 테스트할 수 있다.
표 4-1 부하 테스트 용어 설명

용어

클라이언트

HTTP 요청을 동시에 1개만 줄 수 있는 요청 생성기

클라이언트 동시 가동 수

테스트 시작 후에 테스트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

Ramp-up 기간

테스트 시작 후 모든 클라이언트를 기동하기까지의 준비 기간

시나리오

클라이언트별로 설정된 HTTP 요청 생성 패턴

시나리오 실행 횟수

클라이언트가 시나리오에 따라 요청을 보내는 횟수

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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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웹 시스템 구축에서 ‘동시 ○○수’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된다. 이 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
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 ‘동시 ○○ 수를 구분’을 읽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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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부하 테스트 용어 설명(계속)

용어

설명

Throughput

시스템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수

Latency

테스트 도구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클라이언트가 실제 부하 테스트를 하는 이미지
테스트 도구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흐름도가 그림 4-2다.

(1) 부하 테스트 서버에서
HTTP 요청 생성

부하 테스트 서버

(8) 부하 테스트 서버가 HTTP 응답 받음.
그 이후 다시 (1)로 돌아감

Internet

(2) HTTP 요청이

(7) HTTP 응답이

（2）HTTPリクエストとして
네트워크로
이동
ネッ
トワーク上を移動

（7）HTTPレスポンスとして
네트워크로 이동
ネットワーク上を移動
Amazon Route 53

(3) 로드 밸런서가 요청을
웹 서버에 전달

(6) 로드 밸런서를 통해
외부로 나감
로드 밸런서(ELB)

(4) HTTP 요청을
웹 서버가 받음

웹 서버 클러스터

(5) HTTP 응답을
웹 서버가 보냄

그림 4-2 클라이언트별 HTTP 요청 라이프 사이클

(1) 부하 테스트 서버에서 HTTP 요청 생성
(2) HTTP 요청이 네트워크로 이동
(3) 로드 밸런서가 요청을 웹 서버에 전달
(4) HTTP 요청을 웹 서버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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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 응답을 웹 서버가 보냄
(6) 로드 밸런서를 통해 외부로 나감
(7) HTTP 응답이 네트워크로 이동
(8) 부하 테스트 서버가 HTTP 응답 받음. 그 이후 다시 (1)로 돌아감

여기서 다음 3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 부하 테스트 도구에서 보이는 Latency는 부하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Latency
와는 다르다.

• 부하 테스트 도구의 클라이언트 동시 기동 수와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동시 처
리 수는 다르다.

• 부하 테스트 도구의 클라이언트는 앞의 요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요청을
생성하지 않는다.

부하 테스트 도구에서 보이는 Latency는 부하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Latency와는
다르다
부하 테스트 도구에서 보이는 Latency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동안 발생하는 Latency
나 SSL 디코드에 대한 Latency도 포함된 값이다. 그래서 부하 테스트 대상 시스템이
빨리 응답을 해도 이 값이 반영되었는지 모른다. 각 시스템의 실제 Latency는 서버
로그를 보거나 로드 밸런서에서 보인 Latency를 확인해야만 한다.

부하 테스트 도구의 클라이언트 동시 기동 수와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동시 처리 수
는 다르다
부하 테스트 도구에서 생성된 요청 대부분은 네트워크나 서버에 있으며 실제 부하
를 줘야 하는 대상 시스템에서 처리 중인 요청은 전체 요청 중 일부분일 뿐이다. 특
히 네트워크 Latency가 클 때는 부하 테스트 도구에서 설정한 클라이언트의 동시 가
동 수와 비교하여 실제 시스템에서 처리 중인 요청 비율은 낮다. 이런 상황에서 충
분한 부하를 주기 위해 부하 테스트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 동시 기동 수를 높여야
하며, 그 설정 작업은 부하 테스트 서버에 부하를 줄 수 있고 부하 테스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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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부하 테스트 도구의 클라이언트는 앞의 요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요청을 생성
하지 않는다
서버나 네트워크 어딘가에서 일부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

Throughput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 현상은 부하 테스트 특유의 현상이며,
실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의 현상과는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4.2.2 ‘부하 테스트
도구상의 부하와 실 운영환경의 차이’에서 설명한다.
이 현상은 탁구 랠리를 상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칼럼 ‘부하 테스트는 탁구의
랠리와 같다’ 참고).

4.2.2 부하 테스트 도구상의 부하와 실 운영환경의 차이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주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하 테스트 도구의 문제와 부하 테스
트 환경의 구성 차이에서 오는 테스트 도구에서의 요청 생성 패턴과 실제 사용자 접
속에 따른 요청 생성 패턴은 다르다.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이런 접속 패턴의 차이와 부하 테스트 도구 사용 시의
특유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실제 사용자 접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지
를 미리 알아야 한다.

요청을 생성하는 서버 대수, 네트워크의 차이
부하 테스트 환경에서 부하 테스트 서버는 1~N대라는 범위지만, 서비스 환경에서
는 요청을 한 수만큼 사용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SSL을 사용한 사이트의 부하 테스
트 환경에서는 SSL 접속과 계산 처리 부하가 부하 테스트 서버에 집중되지만, 서비
스 환경에서는 한 대의 서버에 집중되는 문제가 없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차이
가 있다(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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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SL 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도 HTTP 요청 때마다 통신을 끊고 다시 접속하게 되
면 부하 테스트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다.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부하를 주기 위해

Keep-Alive 설정에 대한 테스트도 필요하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부하 테스트 환경에서는 집중이 되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
서는 분산된다. 그래서 테스트 서버의 사양이 아무리 높아도 네트워크 대역이 충분
하지 않으면 부하 테스트를 실행할 수 없다.
또 환경에 따라 같은 IP에서 연속적인 접속을 차단하는 구성도 있으므로 테스트 시
주의가 필요하다.

부하 테스트 환경

서비스 환경

모든 처리 부하가 집중

사용자

부하 테스트 서버

→ 처리 시간이 소요되어
시스템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짐

처리 부하 분산
→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 시스템 응답이 빨라 보임

같은 네트워크에
부하 집중

시스템

시스템

그림 4-3 부하 테스트 환경과 서비스 환경의 차이_1

요청을 보내는 서버와 엔드포인트의 차이
엔드포인트가 되는 서버가 부하 테스트 환경에서는 부하 테스트 서버별로 일정 시간
동안 DNS 정보를 캐시할 때가 있다(그림 4-4). 그래서 부하를 받는 서버가 스케일 아
웃 되더라도 성능을 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서비스 환경에서는 요청을 보내는
사용자가 하나의 서버가 아닌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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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부하 테스트 실행 1

(테스트 실행과 병목 현상 확인)

부

CHAPTER

7

부하 테스트 실행 1

(테스트 실행과 병목 현상 확인)

7.1 부하 테스트 실행 단계란?
7.1.1 한 번에 전체 부하 테스트를 실행한 경우
Plan의 테스트 계획도 끝났고 부하 테스트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 목표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를 사용해 전체에
부하를 주고 싶을 것이다(그림 7-1).
그러나 이 방법은 과거 부하 테스트가 끝난 시스템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왜
냐하면 전체에 부하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Check와 Action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Plan]
부하 테스트
계획 수립

[Do]
부하 테스트 준비
부하 테스트 실시

[Action]
개선 작업과
보고서 작성

[Check]
테스트 결과 확인

그림 7-1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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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테스트 결과의 타당성 평가

Amazon Route 53

ELB

web app
server

web app
server

web app
server

web app
server

EC2 instance

EC2 instance

EC2 instance

EC2 instance

RDS DB instance

RDS standby
（Multi-AZ）

가용 영역

http/https
통신

외부 서비스

S3/DynamoDB
기타 Restful API 서비스 등

가용 영역

그림 7-2 부하 테스트 대상 시스템 예

그림 7-2의 시스템에 대해 부하 테스트를 할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
한다.
부하 테스트 결과
테스트 클라이언트 수가 100이었을 때

* Throughput: 1,000rps
* Latency: 200ms

이 결과를 Check 한다고 하면 이 숫자는 시스템의 정확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하 테스트를 할 때 시스템에 과부하 상태를 만들어 테스트했다
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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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이 숫자는 맞는 값인지 틀린 값인지를 말할 수 없는 결과이다. 예
를 들어 원래 Throughput이 2,000rps는 나와야 하지만, 대상 시스템에 부하를 충분
히 주지 못해 실제 1,000rps밖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부하 테스트
결과로 확인된 값이 테스트 계획 시에 설정한 목푯값에 도달했을 때도 도달하지 않
았을 때도 항상 확인해야 한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부하 테스트를 했을 뿐 결과로 나온 숫자로 타당성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병목 현상의 확인과 원인 예측
3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좋은 부하 테스트는 병목 구간을 확인 가능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테스트이다. 병목 구간을 찾지 못하면 개선하지 못한다.
병목 구간을 찾아 시스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부하 테스트

Check의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시스템 안에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
고 그 중에서 문제를 찾아내야만 한다. 또 그 문제는 1개 이상일 수도 있다(그림 7-3).

부하 테스트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
• 부하 테스트 내용과 방법 문제
• 인프라 문제
- 로드 밸런서 문제
- 네트워크 설정 문제
- 네트워크 대역 문제

• 미들웨어 설정, 커널 파라미터 설정 문제
• 애플리케이션 문제
- 웹 프레임워크 문제
- 캐시 설정 문제
- 불필요한 요청 발생
- 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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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메모리 효율이 좋지 않은 코드 문제

• 웹 서버 CPU/메모리 리소스 부족
• DB 문제
- 참조 SQL 문제
- 갱신 SQL 문제
- 적절한 실행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음
- 적절한 인덱스가 걸려 있지 않음
- CPU/메모리 리소스 부족
- 락 발생
등…

× 도구 설정
× 테스트 시나리오
Amazon Route 53

× 네트워크 리소스

× CPU 리소스
× Mem 리소스

× 접속 방법

부하 테스트 서버

× 미들웨어 설정
ELB

× 프레임워크

× 네트워크 리소스

× 애플리케이션 로직

× CPU 리소스
× 접속 방법

web app
server

web app
server

EC2 instance

EC2 instance

web app
server

web app
server

EC2 instance

EC2 instance

× Mem 리소스
× CPU 리소스

× 접속 방법

× 갱신 쿼리

× 접속 방법

http/https 통신

외부 서비스

S3/DynamoDB
기타 Restful API 서비스 등

× 캐시 설계

× 참조 쿼리
index 설계
ElastiCache

× Mem 리소스

가용 영역

RDS DB instance

× 데이터 비대화
× Disk 대역

× Mem 리소스
RDS standby
（Multi-AZ）

ElastiCache

× CPU 리소스

가용 영역

그림 7-3 시스템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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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모니터링 결과에서 원인과 결과 파악이 어려움
문제가 많은 곳에서 발생해도 시스템 리소스 모니터링을 통해 병목 구간을 쉽게 파
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하위 시스템별로 리소스 모
니터링을 하고 있어도 그 모니터링 결과에서 병목 구간을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Latency를 측정해야 하지만, 시스템에 따라 측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Latency가 각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늘어날수록 이 병목 구간 파악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병목 구간 측정이 어려운 예
(A) 웹 서버, (B) DB 갱신 쿼리, (C) DB Disk Write Throughput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

하 테스트 클라이언트 수를 늘려나가는 테스트의 결과가 그림 7-4 그래프라고 하자.
Throughput

Throughput

Throughput

부하 테스트 클라이언트 수

부하 테스트 클라이언트 수

(A) 웹 서버 응답 결과 요청/초

(B) DB 갱신 쿼리 트랜잭션/초

부하 테스트 클라이언트 수
(C) DB Disk Write 비트/초

그림 7- 4 모니터링만으로는 병목 구간 확인이 어려운 예

부하 테스트 클라이언트 수를 늘려도 도중에 Throughput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보이고 어딘가에 병목 구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DB의 Disk Write Throughput이 한계라고 해도 Throughput은 모든 하위 시
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이 병목의 원인이 (A), (B), (C) 중 어디인지는 이 모니터링 결과
로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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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단계에 따른 부하 테스트
부하 테스트할 때에는 단계가 필요
큰 규모의 부하 테스트를 할 경우 문제 파악이 어려워진다면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의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면 된다.
부하 테스트를 단계별로 하나하나 진행함으로써 부하를 줄 대상과 병목 발생 가능
성이 있는 대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그림 7-5).
구체적으로 부하 테스트는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한다. 각 단계는 PDCA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별로 목푯값을 달성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그리고 단계 8과 9에서는 단계 1~6에서 실시한 테스트의 회귀 테스트를 반복하며,
이 부분도 작은 PDCA 사이클로 되어 있다.
부하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9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단계 1: 도구와 환경의 검증
• 단계 2: 웹 프레임워크 검증
• 단계 3: 참조계 성능 검증
• 단계 4: 갱신계 성능 검증
• 단계 5: 외부 서비스 연동 성능 검증
• 단계 6: 시나리오 테스트
• 단계 7: 스케일 업/아웃 테스트 준비
• 단계 8: 스케일 업/아웃 테스트(단계 1~6 회귀 테스트)
• 단계 9: 한계 성능 테스트(단계 1~6 회귀 테스트)

7.1 부하 테스트 실행 단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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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테스트 전체 PDCA

[Plan]
부하 테스트
계획 수립

부하 테스트 실행 PDCA
[Do]
부하 테스트 준비
P
부하 테스트 실시

[Action]
개선 작업과
보고서 작성

A

D
C

[Check]
테스트 결과 확인

그림 7-5 단계 1~9의 작은 PDCA 반복
단계별 부하 테스트 실행 PDCA

[Plan]
부하 테스트
계획 수립

[Do]
부하 테스트 준비
부하 테스트 실시

[Action]
개선 작업과
보고서 작성

[Check]
테스트 결과 확인

그림 7-6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범위

이 장에서는 각 단계에서의 Plan 단계별 목표 설정과 Do 부하 테스트 실행과 병목
현상 확인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그림 7-6).
그 다음 Check 병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Action 시스템 개선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병목 현상만 확인되면 Check 항목과 Action에서 해야
할 내용은 각 단계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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