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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house 성능지표를사용한,

'웹애플리케이션성능측정자동화모듈' 개발기



다룰내용

1. 언제이렇게되었을까?

2. 웹애플리케이션의성능

3. 계획세우기

4. 웹앱성능측정

5. 성능측정자동화

6. 원하는지표만골라내기

7. 결과지생성자동화

8. 어디까지왔나~?

9. 조금더발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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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이렇게되었을까?



 

서비스개발시작

Start Launch Managing ???



 

 화면과동작을기획하고, 디자인을 설계

서비스개발시작

Start Launch Managing ???



 

 화면과동작을기획하고, 디자인을 설계

 디자인된화면을구현하기시작

서비스개발시작

Start Launch Managing ???



 

 화면과동작을기획하고, 디자인을 설계

 디자인된화면을구현하기시작

 개발초기엔성능도중요!

 하지만완료일을지키는것이더중요

서비스개발시작

Start Launch Managing ???



 

 화면과동작을기획하고, 디자인을 설계

 디자인된화면을구현하기시작

 개발초기엔성능도중요!

 하지만완료일을지키는것이더중요

성능중요도: 중간정도

서비스개발시작

Start Launch Managing ???



 

서비스출시시점

Start Launch Managing ???



 

 사용자들에게 첫인상이 중요!

서비스출시시점

Start Launch Managing ???



 

 사용자들에게 첫인상이 중요!

 버그를잡는것이최우선과제

서비스출시시점

Start Launch Managing ???



 

 사용자들에게 첫인상이 중요!

 버그를잡는것이최우선과제

 경쟁서비스대비성능도중요

서비스출시시점

Start Launch Managing ???



 

 사용자들에게 첫인상이 중요!

 버그를잡는것이최우선과제

 경쟁서비스대비성능도중요

성능중요도: 중상 ~ 상

서비스출시시점

Start Launch Managing ???



 

출시 1년후...

Start Launch Managing ???



 

 신규기능추가및서비스확장에중점

출시 1년후...

Start Launch Managing ???



 

 신규기능추가및서비스확장에중점

 고객사의기능추가요청

출시 1년후...

Start Launch Managing ???



 

 신규기능추가및서비스확장에중점

 고객사의기능추가요청

 출시당시구현하지못한기능

출시 1년후...

Start Launch Managing ???



 

 신규기능추가및서비스확장에중점

 고객사의기능추가요청

 출시당시구현하지못한기능

성능중요도: 하 ~ 중하

출시 1년후...

Start Launch Managing ???



 

웹애플리케이션에서점점성능이잊혀져간다

Start Launch Managing ???



 

 기존성능이유지되는지알아채기 힘듦

웹애플리케이션에서점점성능이잊혀져간다

Start Launch Managing ???



 

 기존성능이유지되는지알아채기 힘듦

 드물게성능저하가체감되는경우가있음

웹애플리케이션에서점점성능이잊혀져간다

Start Launch Managing ???



 

 기존성능이유지되는지알아채기 힘듦

 드물게성능저하가체감되는경우가있음

 기능이추가되거나 큰변경이있는경우

웹애플리케이션에서점점성능이잊혀져간다

Start Launch Managing ???



 

 기존성능이유지되는지알아채기 힘듦

 드물게성능저하가체감되는경우가있음

 기능이추가되거나 큰변경이있는경우

 새로운페이지가추가되는 경우

웹애플리케이션에서점점성능이잊혀져간다

Start Launch Managing ???



 

 기존성능이유지되는지알아채기 힘듦

 드물게성능저하가체감되는경우가있음

 기능이추가되거나 큰변경이있는경우

 새로운페이지가추가되는 경우

 지금성능과초기성능을비교할방법이없다!

웹애플리케이션에서점점성능이잊혀져간다

Start Launch Managing ???



 

그래서하게된고민!



 

 성능이저하되는시점을알고싶다

그래서하게된고민!



 

 성능이저하되는시점을알고싶다

 손쉽게성능을측정하는방법이있을까?

그래서하게된고민!



 

 성능이저하되는시점을알고싶다

 손쉽게성능을측정하는방법이있을까?

 주기적으로 측정된결과를모아보고싶다

그래서하게된고민!



 

 성능이저하되는시점을알고싶다

 손쉽게성능을측정하는방법이있을까?

 주기적으로 측정된결과를모아보고싶다

 위모든것을자동화하고싶다!

그래서하게된고민!



 

웹애플리케이션의성능?



 

웹애플리케이션의성능?



 

먼저, 웹애플리케이션에서성능은무엇인지알아보자

웹애플리케이션의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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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애플리케이션의성능



 

웹애플리케이션의성능



 

웹애플리케이션의성능

로딩성능



 

웹애플리케이션의성능

로딩성능



 

웹애플리케이션의성능

로딩성능 렌더링성능



 

로딩성능

페이지의첫렌더링에필요한리소스를불러오는성능



 

로딩성능

페이지의첫렌더링에필요한리소스를불러오는성능

• Navigation Timing API



 

로딩성능

페이지의첫렌더링에필요한리소스를불러오는성능

• Navigation Timing API

• DOMContentLoaded 이벤트
• DOM 요소가 모두 준비 된 시점
• (DOM Parsing 완료!)

<!DOCTYPE html>
<html>

<head>
...

</html>



 

로딩성능

페이지의첫렌더링에필요한리소스를불러오는성능

• Navigation Timing API

• DOMContentLoaded 이벤트
• DOM 요소가 모두 준비 된 시점
• (DOM Parsing 완료!)

• Load이벤트
• 페이지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가 준비된 시점
• (Javascript Parsing 완료!)

<!DOCTYPE html>
<html>

<head>
...

</html>

.js .css



 

로딩성능 – 중요한이유



 

 웹앱은웹브라우저 /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웹뷰에서구동됨

로딩성능 – 중요한이유



 

 웹앱은웹브라우저 /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웹뷰에서구동됨

 네이티브앱과다르게사전설치과정이없음

 URL로접근한직후필요한리소스가 다운로드됨

로딩성능 – 중요한이유



 

 웹앱은웹브라우저 /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웹뷰에서구동됨

 네이티브앱과다르게사전설치과정이없음

 URL로접근한직후필요한리소스가 다운로드됨

 SPA(Single Page Application)는초기화에필요한모든리소스가로드되어야사용자가

컨텐츠를읽을수있음

로딩성능 – 중요한이유



 

 웹앱은웹브라우저 /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웹뷰에서구동됨

 네이티브앱과다르게사전설치과정이없음

 URL로접근한직후필요한리소스가 다운로드됨

 SPA(Single Page Application)는초기화에필요한모든리소스가로드되어야사용자가

컨텐츠를읽을수있음

로딩성능 – 중요한이유

사용자가빈화면을보는시간이길어지게된다



 

 웹앱은웹브라우저 /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웹뷰에서구동됨

 네이티브앱과다르게사전설치과정이없음

 URL로접근한직후필요한리소스가 다운로드됨

 SPA(Single Page Application)는초기화에필요한모든리소스가로드되어야사용자가

컨텐츠를읽을수있음

로딩성능 – 중요한이유

사용자가빈화면을보는시간이길어지게된다

출처: https://giphy.com/gifs/XGqDsE3owV0RO



 

페이지의첫렌더링이끝나기까지걸린시간을지표로나타낸것

렌더링성능



 

페이지의첫렌더링이끝나기까지걸린시간을지표로나타낸것

렌더링성능

(빈 화면) (원활히 동작함)

출처: https://touch.marfeel.com/resources/blog/speed-up-largest-contentful-paint



 

페이지의첫렌더링이끝나기까지걸린시간을지표로나타낸것

렌더링성능

처음 뭔가 나타나고(FCP)

(빈 화면) (원활히 동작함)

출처: https://touch.marfeel.com/resources/blog/speed-up-largest-contentful-paint



 

페이지의첫렌더링이끝나기까지걸린시간을지표로나타낸것

렌더링성능

처음 뭔가 나타나고(FCP)
주요 컨텐츠가 화면에 렌더링 된 뒤(LCP)

(빈 화면) (원활히 동작함)

출처: https://touch.marfeel.com/resources/blog/speed-up-largest-contentful-paint



 

페이지의첫렌더링이끝나기까지걸린시간을지표로나타낸것

렌더링성능

처음 뭔가 나타나고(FCP)
주요 컨텐츠가 화면에 렌더링 된 뒤(LCP)

페이지의 모든 부분이 사용자의 조작에 반응하기 시작(TTI)

(빈 화면) (원활히 동작함)

출처: https://touch.marfeel.com/resources/blog/speed-up-largest-contentful-paint



 

렌더링성능 – 중요한이유



 

 로딩이빠르더라도렌더링성능이안좋으면마찬가지로빈화면이지속됨

렌더링성능 – 중요한이유



 

 로딩이빠르더라도렌더링성능이안좋으면마찬가지로빈화면이지속됨

 레이아웃이점진적으로 렌더링되면, 클릭시의도하지않은영역이눌릴수도있음

 Cumulative Layout Shift(CLS)

렌더링성능 – 중요한이유

출처: https://web.dev/cls/






 

 로딩이빠르더라도렌더링성능이안좋으면마찬가지로빈화면이지속됨

 레이아웃이점진적으로 렌더링되면, 클릭시의도하지않은영역이눌릴수도있음

 Cumulative Layout Shift(CLS)

 사용자의상호작용(클릭, 입력)에대한반응이느려짐

렌더링성능 – 중요한이유



 

 로딩이빠르더라도렌더링성능이안좋으면마찬가지로빈화면이지속됨

 레이아웃이점진적으로 렌더링되면, 클릭시의도하지않은영역이눌릴수도있음

 Cumulative Layout Shift(CLS)

 사용자의상호작용(클릭, 입력)에대한반응이느려짐

사용자가답답함을느끼기쉽다

렌더링성능 – 중요한이유



 

 로딩이빠르더라도렌더링성능이안좋으면마찬가지로빈화면이지속됨

 레이아웃이점진적으로 렌더링되면, 클릭시의도하지않은영역이눌릴수도있음

 Cumulative Layout Shift(CLS)

 사용자의상호작용(클릭, 입력)에대한반응이느려짐

사용자가답답함을느끼기쉽다

렌더링성능 – 중요한이유

출처: https://giphy.com/gifs/reactiongifs-LTyOTsYnsgidO



 

웹애플리케이션의성능을잡아보자!

지피지기면백전불태!

로딩과렌더링성능모두잡아봅시다.



© 2021 NHN FORWARD. All rights reserved.

계획세우기



 

성능측정자동화모듈

만들고자하는것



 

 웹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측정

성능측정자동화모듈

만들고자하는것



 

 웹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측정

 일정한주기(or 특정시점)마다 기록

성능측정자동화모듈

만들고자하는것



 

 웹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측정

 일정한주기(or 특정시점)마다 기록

 측정한결과를알아보기쉽게구성

성능측정자동화모듈

만들고자하는것



 

 웹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측정

 일정한주기(or 특정시점)마다 기록

 측정한결과를알아보기쉽게구성

 최대한간단하고쉽게구현!

성능측정자동화모듈

만들고자하는것



 

계획



 

1. 성능측정하기

계획



 

1. 성능측정하기

2. 성능측정자동화

계획



 

1. 성능측정하기

2. 성능측정자동화

3. 측정결과를확인하기 쉽게재구성

계획



 

1. 성능측정하기

2. 성능측정자동화

3. 측정결과를확인하기 쉽게재구성

4. ‘성능측정자동화모듈’을주기적으로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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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앱성능측정



 

Lighthouse CLI



 

웹앱과웹페이지를분석해서,

개발자의 Best Practice를위해,

최신의성능지표와통찰을제공해주는도구

Lighthouse CLI



 

Lighthouse 결과지살펴보기



 

 카테고리
 성능

 PWA

 웹접근성

 Best Practice

 검색엔진최적화

Lighthouse 결과지살펴보기



 

 카테고리
 성능

 PWA

 웹접근성

 Best Practice

 검색엔진최적화

 상세정보
 카테고리각요소의측정기준과점수가표시됨

 개선포인트를 짚어주는일종의오답노트도있음

Lighthouse 결과지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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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측정자동화



 

웹앱성능측정 - 실전편



 

웹앱성능측정 - 실전편



 

웹앱성능측정 - 실전편

로그인필요...



 

웹앱성능측정 - 실전편

다양한서비스 URL Path들...



 

웹앱성능측정 - 실전편

다양한서비스 URL Path들...

https://dooray.com/project
/mail
/calendar
/drive
/wiki
/contacts

...



 

웹앱성능측정 - 실전편

웹앱의 URL로접근하려면로그인이필요한경우



 

웹앱성능측정 - 실전편

웹앱의 URL로접근하려면로그인이필요한경우

 서비스의인증과정을통과하도록조치가필요함



 

Lighthouse CLI는단일 URL에대해서만측정을수행함

웹앱성능측정 - 실전편

웹앱의 URL로접근하려면로그인이필요한경우

 서비스의인증과정을통과하도록조치가필요함



 

Lighthouse CLI는단일 URL에대해서만측정을수행함

웹앱성능측정 - 실전편

 여러페이지를 가진웹앱은 URL을순회하며측정해야함

웹앱의 URL로접근하려면로그인이필요한경우

 서비스의인증과정을통과하도록조치가필요함



 

Puppeteer의등장

Chrome 브라우저를조작하는 Node.js 라이브러리



 

Puppeteer의등장

 Chrome & Chromium 브라우저를 조작할수있도록도와줌

 내부적으로 DevTools 프로토콜을이용함

Chrome 브라우저를조작하는 Node.js 라이브러리



 

Puppeteer의등장

 Chrome & Chromium 브라우저를 조작할수있도록도와줌

 내부적으로 DevTools 프로토콜을이용함

 입력, 클릭, Navigation을수행할수있음

Chrome 브라우저를조작하는 Node.js 라이브러리



 

Puppeteer의등장

 Chrome & Chromium 브라우저를 조작할수있도록도와줌

 내부적으로 DevTools 프로토콜을이용함

 입력, 클릭, Navigation을수행할수있음

Chrome 브라우저를조작하는 Node.js 라이브러리

Chrome 브라우저를 Puppeteer로조작하면서 Lighthouse CLI로측정하자!



 

Puppeteer와함께라면!

웹앱의 URL로접근하려면로그인이필요한경우



 

Puppeteer와함께라면!

웹앱의 URL로접근하려면로그인이필요한경우

 ID와 Password를입력해야하는 form 요소를찾아서입력을 mocking

 로그인버튼클릭을 mocking

Click!

********
ryan



 

Lighthouse CLI는단일 URL에대해서만측정을수행함

Puppeteer와함께라면!

웹앱의 URL로접근하려면로그인이필요한경우

 ID와 Password를입력해야하는 form 요소를찾아서입력을 mocking

 로그인버튼클릭을 mocking

Click!

********
ryan



 

Lighthouse CLI는단일 URL에대해서만측정을수행함

Puppeteer와함께라면!

 측정을원하는 URL Path로 Navigating하면서 여러번측정을진행

웹앱의 URL로접근하려면로그인이필요한경우

 ID와 Password를입력해야하는 form 요소를찾아서입력을 mocking

 로그인버튼클릭을 mocking

Click!

********
ryan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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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지표만골라내기



 

결과지다시보기



 

이모든정보가과연다필요할까?

결과지다시보기



 

 아쉬운점

 우리에게필요한정보만추려내고싶음

 각측정결과의수치를쉽게확인하고싶음

이모든정보가과연다필요할까?

결과지다시보기



 

 아쉬운점

 우리에게필요한정보만추려내고싶음

 각측정결과의수치를쉽게확인하고싶음

 추가고려사항

 성능변화추이를보고싶음

 ex) Chart Dashboard

이모든정보가과연다필요할까?

결과지다시보기



 

 Lighthouse CLI의 JSON 데이터 exporting 옵션을사용

정적페이지로직접구현해보자!

JSON

{ ... }



 

 Lighthouse CLI의 JSON 데이터 exporting 옵션을사용

 SSG 라이브러리는 널리쓰이는 Gatsby.js로결정

 React.js로개발한페이지를 정적페이지로만들어주는 SSG(Static Site Generator)

정적페이지로직접구현해보자!

JSON

{ ... }



 

나만의성능측정결과지



 

 페이지스크린샷

나만의성능측정결과지



 

 성능영역

 한눈에점수와수치를확인

나만의성능측정결과지



 

 Best Practice

 서비스가지원할최저사양기준

 획득한수치의 Pass/Fail을색상으로표현

나만의성능측정결과지



© 2021 NHN FORWARD. All rights reserved.

결과지생성자동화



 

변하는순간을포착하기



 

변하는순간을포착하기

서비스 CI에연동한다면...



 

변하는순간을포착하기

서비스 CI에연동한다면...

 매배포시기의성능을측정해서결과지생성



 

변하는순간을포착하기

서비스 CI에연동한다면...

 매배포시기의성능을측정해서결과지생성

 이전배포대비성능지표의변동확인가능!



 

변하는순간을포착하기

서비스 CI에연동한다면...

 매배포시기의성능을측정해서결과지생성

 이전배포대비성능지표의변동확인가능!

 리팩터링 or 라이브러리교체시점에성능변화비교쉬움



 

 매배포시기의성능을측정해서결과지생성

 이전배포대비성능지표의변동확인가능!

 리팩터링 or 라이브러리교체시점에성능변화비교쉬움

 사용자보다먼저성능이슈를확인할수있음

변하는순간을포착하기

서비스 CI에연동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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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왔나~?



 

어디까지왔나~?



 

어디까지왔나~?

성능 측정



 

어디까지왔나~?

성능 측정
자동화

성능 측정



 

어디까지왔나~?

성능 측정
자동화

성능 측정 원하는 지표만
골라내기



 

어디까지왔나~?

성능 측정
자동화

성능 측정 원하는 지표만
골라내기

성능 측정
자동화

주기적 실행



 

어디까지왔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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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발전시키기



 

 주기적으로 측정한자료를사용해서차트로변화추이를보여주기

대시보드

더해보고싶은것



 

 주기적으로 측정한자료를사용해서차트로변화추이를보여주기

대시보드

더해보고싶은것

 두측정기록수치를 1:1로비교해서볼수있는화면

측정기록 diff viewer

출처: https://www.jefftk.com/icdiff



 

 주기적으로 측정한자료를사용해서차트로변화추이를보여주기

대시보드

더해보고싶은것

 두측정기록수치를 1:1로비교해서볼수있는화면

측정기록 diff viewer

 가능하다면 모든기능을일반화해서 라이브러리화 하기

라이브러리로만들기

(*) 출처: https://www.jefftk.com/icdiff

(*)



Fin.....?



 

웹 애플리케이션 성능 측정 자동화 보고서 만들기!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궁금한데요!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ㅎㅎ!

postList.push(myPost);

FE개발팀 Weekly Pick
https://ui.toast.com/weekly-pick




	Lighthouse 성능 지표를 사용한,�'웹 애플리케이션 성능 측정 자동화 모듈' 개발기
	다룰 내용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서비스 개발 시작
	서비스 개발 시작
	서비스 개발 시작
	서비스 개발 시작
	서비스 개발 시작
	서비스 출시 시점
	서비스 출시 시점
	서비스 출시 시점
	서비스 출시 시점
	서비스 출시 시점
	출시 1년 후...
	출시 1년 후...
	출시 1년 후...
	출시 1년 후...
	출시 1년 후...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점점 성능이 잊혀져간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점점 성능이 잊혀져간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점점 성능이 잊혀져간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점점 성능이 잊혀져간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점점 성능이 잊혀져간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점점 성능이 잊혀져간다
	그래서 하게 된 고민!
	그래서 하게 된 고민!
	그래서 하게 된 고민!
	그래서 하게 된 고민!
	그래서 하게 된 고민!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로딩 성능
	로딩 성능
	로딩 성능
	로딩 성능
	로딩 성능 – 중요한 이유
	로딩 성능 – 중요한 이유
	로딩 성능 – 중요한 이유
	로딩 성능 – 중요한 이유
	로딩 성능 – 중요한 이유
	로딩 성능 – 중요한 이유
	렌더링 성능
	렌더링 성능
	렌더링 성능
	렌더링 성능
	렌더링 성능
	렌더링 성능 – 중요한 이유
	렌더링 성능 – 중요한 이유
	렌더링 성능 – 중요한 이유
	렌더링 성능 – 중요한 이유
	렌더링 성능 – 중요한 이유
	렌더링 성능 – 중요한 이유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잡아보자!
	계획 세우기
	만들고자 하는 것
	만들고자 하는 것
	만들고자 하는 것
	만들고자 하는 것
	만들고자 하는 것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웹 앱 성능 측정
	Lighthouse CLI
	Lighthouse CLI
	Lighthouse 결과지 살펴보기
	Lighthouse 결과지 살펴보기
	Lighthouse 결과지 살펴보기
	성능 측정 자동화
	웹 앱 성능 측정 - 실전편
	웹 앱 성능 측정 - 실전편
	웹 앱 성능 측정 - 실전편
	웹 앱 성능 측정 - 실전편
	웹 앱 성능 측정 - 실전편
	웹 앱 성능 측정 - 실전편
	웹 앱 성능 측정 - 실전편
	웹 앱 성능 측정 - 실전편
	웹 앱 성능 측정 - 실전편
	Puppeteer의 등장
	Puppeteer의 등장
	Puppeteer의 등장
	Puppeteer의 등장
	Puppeteer와 함께라면!
	Puppeteer와 함께라면!
	Puppeteer와 함께라면!
	Puppeteer와 함께라면!
	슬라이드 번호 95
	원하는 지표만 골라내기
	결과지 다시 보기
	결과지 다시 보기
	결과지 다시 보기
	결과지 다시 보기
	정적 페이지로 직접 구현해보자!
	정적 페이지로 직접 구현해보자!
	나만의 성능 측정 결과지
	나만의 성능 측정 결과지
	나만의 성능 측정 결과지
	나만의 성능 측정 결과지
	결과지 생성 자동화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왔나~?
	조금 더 발전시키기
	더 해보고 싶은 것
	더 해보고 싶은 것
	더 해보고 싶은 것
	슬라이드 번호 125
	슬라이드 번호 126
	슬라이드 번호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