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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죄송한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업체를 통해서 JAVA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요.
업체가 대응이 너무 느려서… 혹시 한번 보기만 해주시겠어요?
서버 정보는… %$%$^#%# 



프롤로그

아.. 정신없네요… 
실행되고 있는 이 많은 Agent 프로그램이 업체 것인가요 ?
관리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 
이건 제가 볼 수 없어요..



프롤로그

네..ㅠㅠ



프롤로그

제가 확인해보니 업체는 관세청의 API를 주기적으로 호출을…
그리고 그것을 수많은 Agent 프로그램으로 분할 처리
이렇게 서버에서 돌다가 하나라도 Agent 가 죽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응방법으로는 재실행밖에 없는데,
그 방법도 수동이네요? 이거 비싼 건가요 ? 



프롤로그

아~ 그래요? 그럼 직접 구현해주실래요? C#으로 되시죠?
기존에 몇 개 있잖아요? 비슷하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관세청에 API 정보를 좀 보니깐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진행해보시죠.



프롤로그

ㅠㅠ
네. 진행하시죠. 



프롤로그

(속닥속닥) 서버리스…



프롤로그

^^;;;?!?!



어쩌다 이렇게..한 배를 타고 출발…



프롤로그

근데 AWS Lambda를 닷넷으로 하려니..
Visual Studio 을 구매해 주셔야겠네요ㅎㅎ
사주세요.  4달라 4달라 4달라~~~~



프롤로그

ㅋㅋㅋ아놔 XX..ㅈㅅ^^;;
다른 방법?



결국 Visual Studio Code 로 샘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있는 Visual Studio Code 로 .NET Core 2.1 사용하여 AWS Lambda 만들기 글)



그런데 Python으로 알고리즘 문제 풀고 놀던 때라…
Python 으로 해볼까? 했죠..

(알고리즘 문제풀기 스터디를 Python 으로 했던 사진..)



프롤로그

올ㅋ 파이썬

그럼 Python으로 해도 될까요?

Python으로 크롤링하고 그러던데..
(궁시렁 궁시렁…)

ㅇㅋ



이렇게 Visual Studio Code로
Python 작업 완료!

이제 AWS Lambda 에 올려볼까…?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라이브러리를 함수 하나하나에 다 같이 올려야 하나 ?
너무 불편해 !!! 



Layers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특징은 버전별로 엎어 치기 개념이다. 
(하지만 과거 버전도 Lambda 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우선 pip list 로 사용한 라이브러리들을 확인하고
경로에 들어가 복사하여 하나의 폴더에 몰아 넣었다.

그런데 레이어를 올리는 폴더구조에도 규칙이 있음.



Layers 를 추가하고, AWS Lambda 를 실행 !!!

그런데.. AWS Lambda 에서 Error 발생 ㅠ ㅠ



Layers 를 추가하고, AWS Lambda 를 실행 !!!

그런데.. AWS Lambda 에서 Error 발생 ㅠ ㅠ

최강 기만러 갓대명님의 농락 >



SAP을 SOAP(XML)로 데이터를 끌어오는데, Zeep 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
Zeep 의 github에서 동일한 이슈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봤다.

(Zeep 라이브러리 내부에 lxml이 존재한다.)



해결방법도 제시가 되어 있었다.
직접 Amazon Linux 환경에서 빌드한 파일을 올려준 사람이 있었다.



동시에 Python Korea Group 에서도 답을 같이 찾아 주었고,
기만자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결론적으로 문제점은…

나의 작업 환경은 Windows (Local) 
AWS Lambda 의 환경은 Amazon Linux.

빌드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작이 불가능한 것.

!=



결론적으로 문제점은…

나의 작업 환경은 Windows (Local) 
AWS Lambda 의 환경은 Amazon Linux.

빌드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작이 불가능한 것.

!=
Github에서 Amazon Linux 에서 빌드한 파일을 다운받아서 파일 교체를 통해 처리 완료.



다시 작업으로 들어가면…

20분마다 실행하여, 데이터를 SAP에서 끌어오고, 관세청 API를 호출
그리고 그 값을 다시 SAP로 보내주는 것이 해당 작업의 목적이었다.



한번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Python으로 멀티 프로세싱처리 했더니 어찌어찌 로컬에서 돌아감.



결국 AWS Lambda 의 메모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확인.
하지만 이렇게 하는것이 진짜 최선일까?

점점 올라가는 메모리만큼이나 답답함이 커졌고, 청구될 비용도 커짐…
하지만 비용보다 구현이 우선이기에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을 했음.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심! 처리하는 녀석을 나눠보자.
Lambda를 하나 더 생성함.
1개는 SAP에서 가져와 관세청 데이터를 가져오고,
1개는 SAP으로 밀어 넣어주자…

TO-BEAS-IS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심! 처리하는 녀석을 나눠보자.
Lambda를 하나 더 생성함.
1개는 SAP에서 가져와 관세청 데이터를 가져오고,
1개는 SAP으로 밀어 넣어주자… 는 실패

TO-BEAS-IS



다른 방법으로 분산처리를 할 수 있을까 ? 



다른 방법으로 분산처리를 할 수 있을까 ? 

SNS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다른 방법으로 분산처리를 할 수 있을까 ? 

SQSSNS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imple Queue Service)



SNS와 SQS의 차이점은?



SNS와 SQS의 차이점은?

게시-구독 기반(Publish-Subscribe)의 SNS
Queue(Push/Pull)기반의 SQS 



SNS를 활용하는 방법



SQS를 활용하는 방법



나에게 주어진 조건

1. 20분 마다 실행. (가능하면 10분…. 더 가능하면 5분….)
2. 폴링 작업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재실행을 통해 오류에 대해서 대응.
3. 결과값은 받을 필요 없음.
3. 순서는 중요하지 않음.
4. 어떻게… 실행만 문제 없이…



Amazon SNS 를 여러 번 호출하여 처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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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NS 를 여러 번 호출하여 처리하기로 결정



Amazon SNS 를 여러 번 호출하여 처리하기로 결정

DATA를 나누고, 반복문을 통해 SNS 을 총 3번 호출 -> 각 Lambda 가 1개씩 분할 실행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도로 완성.



그런데 아무리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하지만
즉각적으로 봐야할 급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5분 10분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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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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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Gateway



API Gateway



Web에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음 (API Gateway)



그리고 CloudWatch 를 추가하여 예약 작업을 추가 하였다.



그런데… 뭐 빠진 것 같지 않나 ?



그런데… 뭐 빠진 것 같지 않나 ?

에 러 처 리



에러 발생시 SNS 를 호출 Lambda 를 통해 RDBMS로 INSERT



그러면 왜 RDBMS를 쓰는 것인가 ? AWS 서비스 안 쓰고?



그러면 왜 RDBMS를 쓰는 것인가 ? AWS 서비스 안 쓰고?

운영담당자



그러면 왜 RDBMS를 쓰는 것인가 ? AWS 서비스 안 쓰고?

운영담당자
기존의 업무 방식이 존재하는데…
마음대로 다른 방법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



현재 그럼 잘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그럼 잘 사용하고 있나요? 

네ㅋㅋㅋ



에필로그



에필로그



에필로그

아…..이런…



에필로그

아…..이런…



에필로그

앞에서 한번 겪었던 문제점…



다시 작업을 진행

1. 업데이트 진행된 EC2를 접속
2. 사용했던 라이브러리 전부 설치
3. FTP를 통해 다운로드
4. Layers 신규 생성하여, 라이브러리 파일(zip) 업로드
5. 테스트
6. 정상 동작 확인 완료
7. 모든 Lambda 에 Layers를 신규 버전으로 교체



현재 그럼 잘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그럼 잘 사용하고 있나요? 

네ㅋㅋㅋ



정리

1. 동일한 라이브러리는 Layers 를 이용하면 여러 Lambda 재사용 가능.
2. 하지만 Amazon Linux 가 버전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안전하게 테스트 진행
3. 분산처리의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

(SNS 를 단독 사용하여도 좋고, SQS 를 섞어 사용해도 좋고…)
4. CloudWatch 를 이용하면 Lambda 를 예약작업으로 사용 가능
5. API Gateway 를 이용하면, 외부에서도 Lambda 를 실행 할 수 있음.
6. 다른 Cloud 서비스도 비슷한 것이 아주 많음. (예 Azur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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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서비스를 모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AWS Documentation을 참고하세요!! (궁서체)



AWS Documentation Site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