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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품질

통적인 폭포수 개발 모델에서는 코드가 개발이 완료되어야 빌드와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코드가 최종 단계에 이르러야 테스트가 수행되므로 테스트 

결과는 프로젝트 후반에서 파악할 수 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변경된 사항

과 해결할 문제 사이에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그나마도 프로젝트 일정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운영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품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인 Gerald M. Weinberg는 품질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품질이라는 것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얼마나 잘’이라는 것이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시스템 성능은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

하는지, 어떤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진다. 이는 품질이 절대적

인 기준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context) 하에서 정의되고 주요 품질 속성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1_품질속성 시나리오

출처: Software Architecture in Practice, Addison-Wedley, 2003

품질기준을 프로젝트에서 정립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시나리오(Scenrio)를 가

지고 품질속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예들 들어, 100명의 사용자가 로그아웃(logout)을 시

도한다면 정상적 환경 하에서는 1초 이내에 로그아웃 컴포넌트가 요청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자극유발원(ex. 사용자)과 실제적 자극(ex, 로그아웃),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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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결과물(ex. 로그아웃 컴포넌트), 발생하는 환경(ex. 정상적 운영), 행동의 영향(ex 

로그아웃 프로세스 처리), 반응시간(ex. 1초 이내)와 같은 아이템을 식별하고 각각의 품

질속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품질은 쉽게 이식할 수 없다. 처음부터 고성능 

시스템을 위한 설계와 개발에 대한 고려 없이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을 운영단계에서 만

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부분적인 튜닝이나 일부 로컬 단위의 수정으로 엄청난 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Edwards Deming은 품질은 검사를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프

로세스의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품질이 개발과 운영 프로세스 자체

에 내재화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Devops는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써 자동화된 테스트를 필수적인 영역으로 간주한다. 

개발만으로 고품질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발과 운영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적 관점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협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은 운영에서 반영(chagne)될 변화인 셈이다. 결함이나 수정

요청, 기능추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이는 결함이나 기능수정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서버에 변화를 

발생시키는 이벤트이며 개발조직의 업무 백로그(work backlog)에서 시작하여 운영 시스

템의 서비스까지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본다. 이러한 인식은 개발과 운영조직 간에 문제

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이슈발생시 이를 장애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운영 

프로세스로 대응하게 만들어준다. 

그림 2_변화와 문제 해결 과정 

출처: Devops for Developers, Michael Huttermann, A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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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배포 프로세스에서 테스트 자동화는 품질 상태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피

드백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준다. 테스트 자동화는 단위테스트, 서비스 테스트 그리고 UI

테스트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테스팅 피라미드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테스트 자동

화라고 해서 모든 테스트를 다 자동화시킬 수는 없다. 사용성(usablility test)이나 탐색적 

테스트(exploratory test)와 같은 경우는 대게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_테스트 자동화 프라미드(testing pyramid)

출처: Devops for Developers, Michael Huttermann, Apress, 2012

테스팅 피라미드의 하단을 차지하는 단위테스트 자동화는 단위테스트 커버리지 거쳐

서 수행된다. 특히 단위테스트는 개발자에게 작성한 코드의 피드백을 즉각 제공해줌으

로써 코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단위테스트는 클래스와 같은 개별 단

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DB와 같은 다른 자원이나 컴포넌트에 대한 의존성을 갖지 않

는다. 주로 xUnit 도구가 단위테스트 자동화에 주로 사용되며 개발자 환경이나 공통 형

상관리 서버에서도 돌릴 수 있다. 서비스 테스트는 통합 및 시스템 테스트로 다른 컴포

넌트와 외부 시스템을 연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상부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UI) 테스트는 블랙박스(black-box)테스트로써 중요하기는 하지만 테스

트 경로가 한정적이라서 전체 코드에서 차지하는 커버리지는 작은 편이다. 따라서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모든 사용자 케이스를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사용자 케이

스를 골라서 노력 대비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한다. 대신 단위테스

트와 서비스 테스트에서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는 것이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에 보

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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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세스 

번에 큰 변화를 주는 빅 릴리즈(big release)는 시스템의 통합과 배포 과정에서 

개발과 운영조직 모두에게 상당한 진통을 초래한다. 빅 릴리즈를 위한 통합 과

정은 그 끝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통합 지옥(Integration Hell)을 경험하게 만들어 버

린다. 이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은 작은 단위의 배포를 자주 수행하여 릴리즈 과정에서

의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개선하는 것이다. 

잦은 배포는 개발자와 운영자의 협력을 이끌어낼 뿐 만 아니라 많은 기능들을 빠르게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제품의 수익도 높일 수 있다. 배포되는 배치 사이즈를 줄여 

자주 배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된 량이 누적되어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설사 배포된 패키지에 문제가 있더라도 잦은 배포 주기로 피드백이 

빨라지고 변화의 정도가 적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전 버전으로 롤백(roll-back) 

하기도 손쉬워진다. 

그림 4_빅 릴리즈와 작은 릴리즈 (big release and small release)

출처: Devops for Developers, Michael Huttermann, Apress, 2012

개발과 운영과정의 전반에 걸쳐 피드백을 높여 배포에 따른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배포될 패키지의 배치 사이즈(batch size)를 작게 하고 배포를 자주하는 경우, 

사이클 타임(cycle time)을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사이클 타임이란 개발되거나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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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배포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사이클 타

임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능의 흐름(the flow of features)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다. 반면에 사이클 타임이 길어질수록 기능의 출시가 늦어지고 결국 기능의 흐름의 저

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기능의 흐름은 개발과 운영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인식할 때 개선될 수 있다. 개발자

들이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를 완료하는 시점을 완료(done)가 아니라 개발된 코드가 운

영서버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만 완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변

경된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출시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빨

리 배포되어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림 5_완료(done)의 정의

출처: Jez Humble, David Farley, Continous Devliery, Addison-Wesley, 2011

개발과 운영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드는 것은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지속적 

통합(Contunuous Integration)과 코드를 운영 환경에 배포하고 릴리즈하는 지속적 출시

(Continous Delivery)를 통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지속적 통합(Contunuous Integration)을 

통해 빌드와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지속적으로 코드를 통합함으로써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제는 지속적 통합은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릴리즈하고 배포하는 

과정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데 개발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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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환경이 다른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개발에서 운영

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출시 

(Continous Delivery)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6_지속적 출시(Continous Delivery) 파이프라인

출처: 출처: Michael Huttermann, Devops for Developers, Apress, 2012

* NFR : Non-Functional Requirement : 비기능적 요구사항 

지속적 출시 파이프라인은 변경된 코드가 형상관리 도구에 체크인(check-in)되면서 

빌드와 테스트가 시작되고 빌드 된 바이너리 코드를 저장해주는 컴포넌트 리파지토리

에 배포된다. 코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코드 프리지(code freeze)로 베이스라인을 구

성하고 릴리즈 빌드를 수행한다. 생성된 산출물은 저장을 위해 컴포넌트 저장소에 배포

된다. 최종적으로 성능이나 신뢰성, 사용성과 같은 비 기능적 요구사항 테스트를 통과

하고 나면 실제 운영 서버로 배포를 하게 된다. 

지속적 출시에서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운영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가장 이상적

인 사이클 타임은 변경된 코드가 바로 사용자에게 배포될 수 있는 주기를 갖는 것이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지만 이를 통해 개발초기부터 릴리즈 시점에서 요구되는 비 기

능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아키텍쳐를 설계하고 조기에 성능테스트를 수행하여 피드백

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속적 출시 파이프라인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전반

에 걸쳐 언제든지 출시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빌드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바로 배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변경 시 하드웨어가 함

께 고려해야 하는 개발환경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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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된 기능을 모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릴리즈와 배포를 분리하여 지

속적 출시 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릴리즈와 배포를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추상

화된 브랜치(Branch by Abstraction), 기능 토클(Feature Toggles), 다크 런칭(Dark 

Launching), 블루-그린 배포(Blue-Green Deployment)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먼저 추상화된 브랜치는 변경이 필요한 영역에 추상 레이어를 만들고 새로운 클래스

를 생성하여 구현한다. 이후 변경이 필요한 영역을 삭제하여 새로운 클래스의 구현이 

완전히 이전 버전을 대체하면 추상 레이어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기능 토클은 환경설정 

(configuration file)을 통하여 런타임 시점에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크 런칭은 모든 사용자에게 기능을 릴리즈하기 전에 첫 번째 기능 버전을 운

영서버에서 소수의 사용자에게만 배포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기능 버전의 문제점을 소

수의 사용자에게만 노출시켜 조기에 문제점을 확인하면서도 전체 사용자 배포에 따른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루-그린 배포는 운영환경을 두개로 나누어 새로운 

버전을 적용한 서버와 이전 버전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새로운 버전이 블루 환

경에 배포하여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면 모든 서비스 요청을 블루 서버로 돌리고 그린 

서버는 운영에서 빼내고 다음 릴리즈를 준비하는데 사용한다. 

 

Ⅲ. 도구 

자일 개발의 확산과 더불어 많은 개발조직들이 지속적 통합(Continuous 

Integration)을 적용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속적 통합을 통

하여 빌드와 테스트까지 자동화가 되었다면 이제 릴리즈와 배포를 자동화시키는 지속

적 출시(Continuous Delivery)를 시도해볼 차례이다. 지속적 출시를 위한 환경은 크게  아

래와 같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속적 통합(Continuous Integration)

중앙의 형상관리 저장소에 코드가 지속적으로 통합되고 테스트되어 배포할 수 있도

록 준비된다. 코드는 변경 시마다 통합되어 빌드가 이루어지고 테스트 컴파일 과정에서 

자동으로 실행되어 결과 리포트를 개발자와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 어플리케이션 릴리즈 자동화(Application Release Automation)

어플리케이션 릴리즈 자동화는 개발과 운영 조직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가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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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개발팀은 형상관리 서버에 자동화 된 트리거 기반의 배치 유닛을 제공하고 자동

화된 가드나 조건에 따라 통제된다. 운영 팀은 이러한 표준화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설치와 서버 및 컴포넌트들을 구성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릴리즈 자동

화를 통해서 클릭 한번으로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이루어지며 릴리즈 실패나 취소와 

같은 경우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 프로비저닝(Provisioning)

운영조직에서 서버에 빌드 된 코드 블록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

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IT 인프라 자원을 중앙에서 관리하여 사용자 및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를 할당하고 배치해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

버 자원, OS,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계정 프로비저닝과 같은 다양한 작업들이 자동화 

도구를 통하여 수행된다. 

아래 그림은 지속적 출시 프로세스를 자동화 도구로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

다. 여기서는 지속적 통합과 릴리즈 자동화 도구는 젠킨스(Jenkins)가 프로비저닝 도구

퍼펫(Puppet)이 사용되었다. 아울러 형상관리 도구로 깃(Git)과 리파지토리로 데미안

(Debian)을 설치하였다. 각 자동화 도구는 간단하게 아래에서 설명한다. 

그림 7_지속적 출시 프로세스와 도구 예제 

출처: Devops for Developers, Michael Huttermann, A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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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깃(Git)은 소스 코드 관리를 위한 분산 버전 관리 도구이다. 빠른 수행 속도를 

자랑하며 작업 폴더에 대한 모든 기록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GitHub를 통하여 

오픈소스 호스팅뿐만 아니라 개발자간의 소셜 네트워크와 협업도구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젠킨스(Jenkins)는 자동빌드 및 배포 도구로 허드슨(Hudson) 개발자들이 나와 만든 

후속작이다. 데비안(Debian)은 리눅스 기반의 서버로써 코드와 산출물을 보관하기 위한 

리파지토리 도구로 사용되었다. 퍼펫(Puppet)은 세프(Che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프라 자원을 관리하는 구성 자동화 관리 도구이다. 

깃에서 변경된 내용을 담은 릴리즈 후보(release candidae)가 젠킨스에서 단위 및 정적 

테스트를 수행하고 스테이지 환경으로 배포된다. 빌드 과정에서 각종 산출물들은 데미

안 리파지토리에 저장되고, 퍼펫은 이를 운영 스테이징 환경으로 배포하여 젠킨스를 통

해 운영 스테이지 환경에서 자동화 테스트를 수행한다. 아래 그림은 테스트가 실패하여 

빌드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이메일로 통지하는 과정으로 종료되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적으로 빌드가 성공하여 릴리즈 버전이 배포되면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여 관련자에게 

공지하고 서버에 저장한다. 배포에 대한 릴리즈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사용자나 비즈

니스 관리자에게 어떤 서비스 내용들이 반영되었는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릴리즈 노트에는 해당 릴리즈 버전과 날짜, 빌드 

넘버, 새로운 기능과 설명 그리고 발견된 버그와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면 된다. JIRA와 

같은 이슈 추적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소스와 기능, 버그 수정 내용을 

릴리즈 시점에 자동으로 도구로부터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IV. 결어

근 들어 지속적 통합, 테스트 주도 개발, 빌드 자동화와 같은 개발 프랙티스들

이 관심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개발 프랙티스의 주요한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아직 개발 프랙티스는 

소프트웨어에 머물고 있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는 여

전히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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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운영체제, 서버, 데이타베이스, 스위치, 라우터와 같

은 운영 인프라를 개발 프랙티스처럼 자동화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드로써의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as code)라는 것이 점

차 관심을 얻어가고 있다. 마치 코드를 개발하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쳐를 설정하고 자

동화하여 반복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인프라스트

럭쳐를 서버나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적 객체가 아니라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컴포넌트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다. 이는 결국 개발과 운영을 전반적 

프로세스로 이해하고 도구를 활용하여 최대한 자동화시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코드로써의 인프라스트럭쳐는 바로 Devops를 의미한다. 이제 개발자와 운영자는 서로 

다른 영역의 기술과 지식을 이해하고 배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발자는 자신의 어플리

케이션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패키징하고 릴리즈할 수 있어야 하고, 

운영자는 개발 언어를 이해하고 자동화 테스트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 하루에도 수 백 

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이 마켓에 릴리즈되는 치열한 환경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은 퇴보를 의미한다. Devops를 통하여 신규 서비스를 론치하기 위해 사용자가 적은 야

간 시간에 출근하여 릴리즈를 준비하는 운영자와 릴리즈 과정에서 발견될지 모를 결함

에 대응하기 위해 잠도 못자고 대기해야 하는 개발자의 모습은 이제 없어지기를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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