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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부하 테스트 개요

테스트의 필요성 사용자의 체험, 시스템의 신뢰성, 확장성 및 가용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4초 이내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습성

0.5초 – 웹사이트의 첫 화면이 0.5초 안에 방문자의 눈길을 끌지 못하면 고객을 놓침

1초 – 1초 지연으로 1%의 매출 감소(아마존)

3초 – 소비자가 웹사이트에 첫 인상을 갖는 시간

4초 – 온라인 구매자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는 평균 로딩시간 (고객 이탈 시간)

4초 Rule 

시스템 장애로 인한 파급 효과

70% 기업이미지 손상

50% 매출 손실

35% 장애 복구 비용

22% 고객 상실



성능 부하 테스트 개요

테스트의 목적 01.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성능 검증

제조사 및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서 설정되는 시스템 성능 수준

∙ TPS(Transaction Per Second)

∙ 응답시간

행정안전부
행정 ∙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 운영 가이드

∙ 최대 동시접속자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성능 부하 테스트 개요

테스트의 목적 02. 시스템의 병목 구간 확인

∙ 병목구간에 의해 전체 Transaction의 양이 결정
∙ 테스트를 통한 점검 및 튜닝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확보



성능 부하 테스트 개요

테스트의 목적 03. 최대 동시 접속자에 대한 검증

∙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최대 동시 접속자의 수를 파악하여 서비스 가용범위 설정
∙ 시스템 증설 등 향후 계획 수립에 필요



성능 부하 테스트 개요

테스트의 목적 04. 장애 발생 포인트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조치

∙ 각 네트워크 구간별 장애가 예상되는 포인트(Web, WAS, DB)에 대한 사전 검증
∙ 장애 발생 시 조치 확인



성능 부하 테스트 개요

테스트 종류 테스트 목적에 맞는 적절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성능 검증을 수행합니다.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상세 내용

성능검증 테스트

• 테스트 대상에 목표하는 수준의 부하를 발생시켜 목표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
- TPS(Transaction Per Second)
- 응답시간
- 최대 동시접속자
- 시스템 자원 사용률

부하 테스트
• 테스트 대상이 목표 수준을 만족하는 경우, 

단계별로 부하를 증가시켜 시스템의 임계치를 확인하는 테스트

최대 부하 테스트

• 테스트 대상에 수용 가능한 수준 이상의 부하를 발생시켜 사전 협의 된 부분 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까지 지속적으로 부하를 발생시키는 테스트

- 시스템의 최대 성능 확인
- 장애 발생 포인트 사전 분석

지속성 테스트
• 일정시간 동안 시스템 최대처리용량의 80% 이상의 부하 수준이 유지될 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



순서 항 목 상세 내용 일정 협의

1 테스트 대상 선정 부하 테스트를 진행할 시스템 구간 설정

2 시나리오 협의 부하 테스트 진행 시나리오 협의

3 테스트 데이터 협의 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 진행을 위한 데이터 협의

4 계획서 작성 전체 부하 테스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수행계획서 작성

5 테스트 환경 개발 수행계획서를 토대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테스트 환경 개발

6 모니터링 환경 구성 테스트 수행 간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 구성 (고객사 구성)

7 모의 테스트 실제 테스트 수행 전 모의 테스트 진행

8 수행 전 최종협의 모의 테스트 내용을 토대로 최종 협의 진행

9 테스트 수행 모니터링 환경 구성 후 시나리오에 맞춰 실제 테스트 진행

10 결과 보고 부하 테스트 결과 취합 및 정리 후 보고서 작성

상세 진행 절차

테스트 프로세스

일반적인 성능 부하 테스트 진행 프로세스



테스트 환경

테스트 프로세스

가상의 유저(Vuser)를 생성하여 부하를 발생시키는 부하발생기와
부하발생기를 관리하는 부하 컨트롤러로 테스트 환경 구성



DSDATA 성능 부하 테스트 특장점

특장점 01. 운영 환경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고객사 맞춤형 테스트 수행

02. 고객사 별 자체 개발한 테스트 서버를 이용하여 테스트 정보 외부 유출 차단

03. 별도의 자동화 도구 라이선스 구매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04. 자체 개발 테스트 서버로 자동화 도구 대비 대량의 부하 발생 가능

정보 유출 차단고객사 맞춤 비용 절감 대량 부하 발생



테스트 수행 내역과 컨설턴트 의견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공보고서 예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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