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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관리의 필요성



미국 Amazon의 개발 엔지니어 그렉 린든 씨는 A / B 테스트를 반복하여 로딩 속도가 1 초
정도 늦어지면 매출은 10 % 정도 잃어 버린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구글 또한 검색 결과의 표시에서 로딩 속도가 0.5 초 늦어지면 검색 수가 20 % 정도 감소
할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로딩이 2 초 지연에 사용자의 요구가 2 % 줄었고, 
3.75 % 의 클릭이 손실되고 전체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icrosoft는 2 초 응답 시간의 저하는 사용자 1 인당 4.3 %의 매출 저하된다고 분석하고 있
으며, AOL에 따르면 로딩속도가 빠른 페이지를 제공하면 방문 1 회당 페이지 뷰가 50 %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Shopzilla에 따르면 페이지 로딩을 7 초에서 2 초로 단축 한 결과, 매출이 7 ~ 12 %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erdeen Group의 조사에서는 페이지 로딩이 1 초 늦어지면 전
환은 7 %로 떨어지고, 페이지 뷰는 11 % 떨어져 결국 사용자 만족도는 16 %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모바일 테스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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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성능 테스팅의 문제점

성능 관리의 필요성

대량 부하 테스트 불가
대규모의 부하테스트를 제어 및 운영하기
어려움

부정확한 결과
▪ 응답시간이 주관적으로 측정되어 정확하지 못함
▪ 실 사용자의 행동을 반복 수행하기 어려움

성능 문제 재현 불가
동일한 성능 문제를 재현 테스트 하기
어려움

불완전한 성능 평가 결과

▪ 성능 병목 도출을 못함
▪ 성능 측정 결과를 중앙 집계 관리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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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관리의 필요성

현재 성능 관리 프로세스가
효율적입니까?

요구사항 관리
(Manage Requirements)

품질 향상
(Optimize Quality)

성능 향상
(Optimize Performance)

테스트
전략 수립

및
일정설계

Use Cases
정의

테스트
전략 수립

및
일정설계

테스트
전략 수립

및
일정설계

결함

성능
테스팅

모니터링

Capacity
Planning

튜닝

성능
문제

비즈니스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설계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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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관리의 필요성

QA&
Q 어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목표를 충족해줄 만큼의성능을
제공하는가?
A 75%의 ERP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 -Gartner-

Q IT 인프라상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가?

A 성능 문제의 70%는 설정의 변경만으로 해결된다. -3,000 Mercury Engagements-

Q 어플리케이션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가?

A 40%의 어플리케이션 병목은 고객이나 회사 중역에 의해 발견된다. -Mercury 
Survey-

Q IT 인프라에 지나친 지출을 하지는 않았는가?

A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2B가 서버 과대 산정으로 낭비되었다. -Gartner-

성능
테스팅

모니터링

Capacity
Planning

튜닝

성능
문제

성능 향상
(Optimize Performance)

보통 그렇지 못함

X

거의 모든 회사들은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도
30% 정도 밖에 테스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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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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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MATE 개요

LOAD TEST SOLUTION
RUNNING MATE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한 수백 ~ 수천 명 이상의 가상 유저 (Virtual User)를 생성하여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를 수집 및 분석

대부분의 IT 환경을 지원하는 성능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 각각의 가상 유저들은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대한 응답시간을
측정

➢ 최소의 하드웨어 Resource를 사용하여 대량의 트랜잭션 발생

클라이언트, 네트웍, 서버들로 부터 시스템의 현황 및 성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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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MATE 개요

Vuser

Vuser

Vuser

웹서버 AP서버 DB서버

인터넷

Agent
Service

Windows Service

Agent
Service

Windows Service
Vuser

Vuser

Vuser

Load Agent

Load Agent

Network Dela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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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MATE 구성

Report Manager Agent

Script Editor Controller

RunningMATE
Report Manager

Report Manager 화면은 분석하기 용이하도록 직관적인

그래프 및 수치를 제공합니다.

RunningMATE
Agent

Agent는 실제 스크립트를 작성한대로 컨트롤하고 부하를

발생시키는 부하 발생기입니다.

RunningMATE
Script Editor

Script Editor는 테스트 대상으로 자동 레코딩 및 변수 처리 등

스크립트 작성기 입니다.

Controller는 Workload 설정 및 시나리오, 스케줄링을

설정하며, 부하발생의 실시간 차트 및 수치를 제공합니다.

RunningMAT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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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MATE 적용 시기

시스템 개발 주기

요건정의 분석/설계 구현 테스트 이행 서비스 중

❖시스템 Configuration 변경
및 Upgrade, 업무 추가 등의
성능 & Stress 테스트

❖성능 감시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경보, 식별, 진단)

❖기능 테스트 (단위 /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 (H/W, 
M/W, DB 등) 
성능 테스트

BMT
단위 기능
테스트

성능&스트레
스 테스트

통합 기능
테스트

❖ H/W Capacity 산정
❖성능 &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 (H/W, M/W, DB 

등) 정합성/안정성 테스트
❖증설 시, 시스템 Capacity 

플랜

시스템 (또는 프로젝트) 감리 시, 혹은 검수 시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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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MATE 용도

⚫ 성능 측정

⚫ 가용성 측정 (임계 성능 측정)

⚫ 장애 및 Fail-Over 테스트

⚫ Endurance Test (시스템 안정성)

⚫ 시스템 신규 도입/증설 시 성능 검증 및 용량

산정

⚫ 프로젝트 성능 검수 (완제품시험, Go-Live Test)

⚫ 개발 초기에 시스템 아키텍처 성능 검증

⚫ H/W, S/W platform BMT (Web, ERP, CRM 분야)

⚫ 시스템 성능 튜닝

활용 분야

LOAD TEST SOLUTION

RUNNING 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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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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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스크립트 자동화

Web 브라우저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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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스크립트 자동화

테스트 시 변경되는 데이터 값을 파라메터 위저드를 통해서 용이하게 파라메터 처리 할 수 있으며 파라메터 데
이터 값을 csv 파일 형식으로 부터 불러들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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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부하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부하 상황을 항목에 맞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테스트 이상 유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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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결과 분석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자동 연관 분석 (Automatic Correlation) 과 응답시간 상세 분석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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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 및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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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흥국화재

상황
홈페이지, 이유고도화, 안내통합업무, 그룹웨어 등 애플리케이션 운영 시 예상되는 대량의
동시접속 가상 부하시험을 통하여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성능
검증

제품
▪ 쉽게 접근이 용이한 솔루션으로 검증 요청
▪ 스크립트 작성이 쉽고 성능 테스트 시 재 사용 가능한 기능
▪ 성능 테스트 진행 후 바로 작성되는 보고서 기능

결과

▪ 대량의 동시접속 부하 테스트를 통하여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의 문제점 파악
▪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성능 검증 및 병목구간 도출
▪ 문제점 제거 후 운영 시 발생되는 예상 성능 장애의 요인 사전 방지
▪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에 대해 튜닝, 업그레이드를 통해 각 서비스 별 2배 이상의 성능

개선
▪ 시스템 개발 및 증설 시 참고자료로 하여 성공적인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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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흥국생명

상황
신규 오픈 예정 시스템에 대해 운영 시 발생 또는 예상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 대량의
동시접속 가상 부하시험을 통하여 병목 구간 도출, 개선 방안 수립 및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
및 안정성 검증

제품

▪ 쉽게 접근이 용이한 솔루션으로 검증 요청
▪ 스크립트 작성이 쉽고 성능 테스트 시 재 사용 가능한 기능
▪ 성능 테스트 진행 시 실시간 성능 데이터 확인 기능
▪ 성능 테스트 진행 후 바로 작성되는 보고서 기능

결과

▪ 대량의 동시접속 부하 테스트를 통하여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의 문제점 파악
▪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성능 검증 및 병목구간 도출
▪ 병목이 발생되는 시점에서의 최대 임계 유저 수 산정
▪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문제점 파악 후 수정을 통한 안정성 1.5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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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티브로드

상황
주요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시스템에서의 임계 유저 수 산정 및 향후 사용자 증가에 따라
발생 또는 예상되는 위험 요소, 병목 구간 도출

제품

▪ 쉽게 접근이 용이한 솔루션으로 검증 요청
▪ 스크립트 작성이 쉽고 성능 테스트 시 재 사용 가능한 기능
▪ 성능 테스트 진행 시 실시간 성능 데이터 확인 기능
▪ 성능 테스트 진행 후 바로 작성되는 보고서 기능

결과

▪ 대량의 동시접속 부하 테스트를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가능 임계 유저 수 산정
▪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성능 검증 및 병목구간 도출
▪ 주요 서비스 중 시스템에 문제가 방생되는 병목 구간의 도출 및 개선으로 시스템 안정성

개선
▪ 병목구간의 소스 수정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및 임계 유저 수 1.5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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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검증 도입 기대 효과

대량 Deployment Risks 사전 제거
RunningMATE로 성능 테스트된 어플리케이션은 업무 성능 요건
충족을 객관적으로 검증, 개선 할 수 있음

성능 테스트 프로세스의 자동화
최소한의 인력과 시간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실질적인 성능 부하
테스트 수행을 자동화 함

도입 시 기대 효과
LOAD TEST SOLUTION
RUNNING MATE

성능 품질 향상
어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효과적인 성능
테스트와 결과 분석

신속한 ROI 제공
능동적인 성능 테스트와 테스트 자동화는 테스팅 프로세스 기간동안
또는 후에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개선함으로써 IT 비용
절감

http://access-mktg.mercuryinteractive.com/concept_library/Library/WebInfrastructure/web_applicatio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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