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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겨울에 1판이 나온 이 책은 이듬해에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선정하는 우수학

술도서로 뽑히기도 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절판이 되었는데, 그사이 이 세상의 기

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해 왔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장애가 발

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는 근거를 남기지 않고 그냥 JVM을 재시작하고, 장애의 원

인에 대해서 온갖 추측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가는 모습들은 그대로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고 8년이 지나는 사이에 scouter나 pinpoint와 같은 훌륭한 오픈

소스 도구가 만들어졌고, 지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다. 필자와 같이 일하고 있거나 같

이 일했던 동료들은 직접 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트러블슈팅을 하는 방법에 대

해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개발자 및 운영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

다. 그래서 보다 많은 개발자가 빠르게 장애를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장애 상황을 피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판을 집필하기로 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다(로봇도 장

애가 발생하기는 한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문제가 있다는 가정하에 시스템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것이 정신 건강상 좋다. 하지

만 개발자들의 수준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는 코드 리뷰나 정적 분석, 

QA 등을 통하여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아주 다양한 

이유로 장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머리말

머리말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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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장애를 방지하는 것보다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다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근거를 남길 방법을 소개한다. 개발/운영자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필자의 20년 

노하우를 담아낸 이 책은 신입 개발자보다는 장애를 몇 번 겪으면서 등줄기에 식은

땀을 흘려본 독자에게 추천한다. 경험의 유무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인 장애의 유형

•	스레드의 정보로 장애를 분석하는 법

•	메모리의 정보로 장애를 분석하는 법

•	리눅스를 기준으로 한 각종 명령어를 이용하여 장애를 분석하는 법

•	scouter의 설치부터 책 곳곳에 숨어 있는 scouter 활용법

마지막으로, 2판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개발자

분들, 출판 제의를 흔쾌히 승낙해 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사장님, 나를 언제나 응원

해 주는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9년 NHN 마지막 출근 2일 전, 파킹 클라우드로 첫 출근 10일 전에

이상민

머리말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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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환(LINE+)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저자의 노하우를 듬뿍 담은 책입니다. 보통의 이론서에서 

배울 수 없는 실무에 유용한 내용이,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명령어나 코드 수준으

로 제공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책을 읽으며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이슈와 궁금증이 

떠올라 미리 이 책을 접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바 트러블슈팅 때문에 골치를 앓는 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JVM 애플리케이션의 APM으로 유명한 scouter에 관해, 막연한 이론적 접근이 아니

라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저자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JVM 애플리케이션의 문

제를 증상별로 분류하고, 덤프를 만들어 분석하며 메모리 릭을 잡아내고, Arthas나 

리눅스 명령어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를 분석하는 등 이 책에 기술된 방법은 

독자가 앞으로 겪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근(네이버	클로바)

이 책은 제목처럼 자바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CPU, 메모리 등 하위 레이어부터 

scouter 같은 상위 APM 애플리케이션 도구까지 소개합니다. 특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원인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해결책을 찾

베타리더 후기

베타리더 후기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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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읽기보다는 차례에서 골라 보며 다양한 기능

을 가진 도구와 기법을 하나씩 배워 나가길 빕니다.

		이종우(uvaper	korea)

각종 도구의 설치부터 잘 몰랐던 옵션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실전에 즉시 적용

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JVM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팀에 필요한 scouter APM에 관한 책이 나와 무척 반

가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로 활동하는, 기술 경험이 풍부한 저자로부

터 scouter의 사용법뿐만 아니라 JVM 애플리케이션 트러블슈팅까지 몇 수는 배운 

것 같습니다.

		정욱재(스캐터랩)

서버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총망라하는 

책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필수적인 도구를 쉬운 예와 함께 설명하므로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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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

P A R 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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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자바	기반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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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기반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1

C H A P T E R

어떤 언어로 개발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은 여러 문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개발자의 경험이나 실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서부터 장비

에 이상이 생겨서, 심지어는 정전이 발생해서, 실수로 운영 중인 시스템의 랜선을 뽑

거나 타버리는 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서버의 로그를 보거나 서버의 리소스 

사용량을 보고 짐작한다. 가용한 데이터가 많이 있고 경험 또한 풍부하다면 그 데이

터를 기반으로 문제의 원인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이

나 개개인의 미숙한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

지 않고 서버를 재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지속해서 서버를 

재시작하고는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우 많은 서비

스가 다음 배포 전까지 서버를 재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건강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

은 독자는 꼭 끝까지 읽어주기 바란다. 만약 여러분들의 감이 지금까지 딱 맞아떨어

져 왔을지라도 IT 세상에서 일하는 기간만큼은 감보다는 데이터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자바 기반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원인을 찾고 해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시 말해, 성능에 대한 내용도 다룰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알아볼 것이

다. 먼저, 이 장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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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필자의 경험을 기준으로 여러 시스템의 장애 및 문제점을 구분하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시스템이 느려요 

•	시스템이 응답이 없어요 

•	예외가 계속 발생해요 

•	시스템이 죽어요 

아마 여러분이 겪었던 문제점들은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속해 있을 것이다. 물론, 각

각의 증상이 중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이 점차 느려져서 응

답이 없다가 마침내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경우일 것이다. 이 책에 모든 해결 

방안이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각각의 큰 분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스템이 느려요

막연히 시스템이 느리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세히 구분해 놓는 것이 좋다. 그냥 

시스템이 느리다고 하는 것은 의사에게 가서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매한가

지다. 아마도 성의 없는 의사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하거나, “그럼 소화제나 

드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실한 의사는 “정확히 어느 부분이 아프세요?”

라고 물을 것이다. 어떤 의사라도 그냥 배가 아프다는 말만 듣고 바로 약을 처방할 

수는 없다.

시스템이 느리다는 것을 상세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전체	시스템이	항상	느린	경우: 장비를 기동했을 때부터 느린 경우나 WAS(Web 

Application Server)를 시작했을 때부터 느린 경우

•	특정	기능(화면)이	느린	경우: 다른 화면은 다 괜찮은데 어떤 화면에만 들어가면 느

려지거나 특정 기능만 느린 경우

CHAPTER 1 자바 기반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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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시간대(기간)에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느린	경우: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속도

가 괜찮다가 특정 시간대가 되면 애플리케이션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	특정	시간대(기간)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느린	경우: 앞의 경우처럼 전체 애플리케이

션의 응답 속도가 괜찮다가도 특정 시간대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속도가 느려

지는 경우

•	특정	기능(화면)이	점점	느려지는	경우: 특정 화면이 시스템 재시작 시에는 괜찮다

가, 사용량이 많아지거나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느려지는 경우

•	특정	사용자만	애플리케이션이	느린	경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특정 사용자만 

애플리케이션이 느리다고 하소연하는 경우

물론, 이외에도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시스템이 느린 장

애 상황의 대부분을 포함할 것이다. 

이 중에서 문제의 원인을 가장 찾기 쉬운 것은 어떤 경우일까? 대부분은 원인을 찾

기 어렵지 않지만, ‘특정 기능(화면)이 느린 경우’에 원인을 찾기가 가장 쉽다. 그 애플

리케이션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분석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범인을 찾아 놓고 그 

범인을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진짜 범인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생략되니 그

만큼 쉽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특정 

시간대(기간)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느린 경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재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인을 찾는 과정은 그 문제

를 얼마나 재현하기 쉬우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쯤에서 ‘내가 현재 직면한 문제점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를 궁

금해할 독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열한 문제점들은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

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scouter의 XLog(5장 참고)와 스레드의 상황

을 확인(10장 참고)해 보면 시스템이 느려지는 원인을 찾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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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응답이 없어요

시스템의 응답이 없는 경우와 죽는 경우는 어찌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실상은 완전

히 다르다. 시스템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살아는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나 외국 아저씨들은 이럴 때 “시스템이 행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행은 영어로 hang을 가리킨다. 

이 상황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	특정 기능(화면)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어쩌면 시스템에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매우 느린 것일 수도 있

다. 응답이 매우 느려지거나, 사용자들이 계속 요청을 반복해서 마치 모든 애플리케

이션이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대기 시간을 지

정하는 타임아웃(timeout)을 넘길 때까지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응답

이 느린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 앞 절로 넘어가야 한다.

사용자의 입장이 아닌,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나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WAS	장비의	CPU	사용량은	10%	이내지만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 내/외
적인 원인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는 경우다.

•	WAS	장비의	CPU를	하나	이상	100%	점유하면서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 

내적인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는 경우다.

이러한 행이 발생하는 경우는 scouter의 스레드 목록(10장 참고)이나 스레드를 분석

(10장 참고)하거나 메모리의 상황을 분석(14장 참고)해 보면 원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CHAPTER 1 자바 기반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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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가 계속 발생해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 문제점 중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쉽게 발생하고 쉽

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장애 중 하나가 이번 절에서 알아보는 계속(지속해서) 예외

(exception)가 발생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예외가 발생하는 원인은 애플리케이션

을 잘못 코딩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발된 시스템의 외적인(외부 시스템이나 장비의 

문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예외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를 상세하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면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문

제가 있는 경우

•	특정	사용자의	특정	기능에서만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조건(혹은 사용자)에 따라

서 발생하는 경우

•	특정	시간대에만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평소에나 사용자가 많지 

않을 때 예외가 발생하지 않다가 사용자가 증가하거나 특정 시점이 되면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발생하는 경우

•	특정	시간대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평소에나 사용자가 많지 

않을 때 예외가 발생하지 않다가 사용자가 증가하거나 특정 시점이 되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도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그 원인이나 증상이 여기

에 나열한 경우에 어느 정도 속해 있기는 할 것이다.

여기서 나열한 예외들도 시스템의 응답이 늦는 경우와 비슷하게 매우 복합적인 원

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단서가 될 수 있

는 가장 큰 데이터는 시스템 로그다(여기서 시스템 로그는 보통 개발자가 System.out.

println() 메서드를 호출하여 출력하는 로그나, 예외가 발생했을 때 Exception 클래스의 

printStackTrace() 메서드에서 제공하는 로그를 말한다). 하지만 시스템 로그는 각 시스

템별로 너무 다를뿐더러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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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별도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예외 및 오류가 지속해서 발생할 

때 별도의 로그를 남기도록 하지 않았다면 scouter의 XLog(5장 참고)를 사용하면 예

외가 발생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 

 시스템이 죽어요

말 그대로 시스템의 프로세스가 죽는 경우를 말한다. 유식하게 말하면 ‘크래시(crash)

되었다’ 혹은 ‘프로세스가 다운되었다’라고 말한다. 윈도우 기반의 서버를 사용하든, 

유닉스나 리눅스, 맥 기반의 서버를 사용하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프로세스가 동작

할 때에는 ‘프로세스 id(이하 책의 모든 내용에서 pid)’가 존재하는데, 해당 pid가 시스템

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에서 pid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 ps -ef

그러면 모든 pid와 프로세스 이름이 터미널에 출력된다. 만약 자바 프로세스를 확인하려면 다음

과 같이 파이프(|)와 grep을 사용하면 된다.

$ ps -ef | grep java

그렇다면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윈도우에서는 Ctrl+Alt+Delete를 

눌러 작업 관리자를 연 후 프로세스 탭을 누른다. 그 상태에서 상단의 메뉴에 있는 보

기 → 열 선택...을 누르면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PID(프로세스 식별자)를 선택하

고 확인을 누르면 pid가 목록에 출력된다.

프로세스가 죽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해당 시스템 담당자들은 다시는 이러

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다(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저 기도만 하면서……). 만약 서버의 대수가 많고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버를 서비스에서 제외한 후 분석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나 시스템 운영팀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CHAPTER 1 자바 기반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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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작업 관리자의 프로세스 탭에 대한 열 선택 화면

뭔가 실마리를 남겨놓고 죽는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그러한 실

마리도 없이 죽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는 JVM에서 제공하는 충돌 

로그(fatal error log)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로그를 분석하는 방법은 ‘부록 A’를 참고하

자. 만약 메모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남기고, 찾을 수 있

는 방법에 대해서는 1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장애 상황을 종합해서 다시 살펴보자

다음 쪽에 지금까지 나열한 문제점을 하나의 그림으로 도식화했다. 역시 그림으로 정

리해서 보니까 한눈에 들어온다. 사족이지만 그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이 책을 읽는 분들의 경력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중에서 학생이거나 이제 갓 업무를 

시작한 1년 차 독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많은 개발자는 ‘난 

개발만 잘하면 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개발자들의 

도구는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와 같

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도 또 하나의 도구라고 여겨야만 한다.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

한 것이 본인이 작업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다. 어

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한 일을 예쁘게 포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

분이 한 일을 텍스트로만 주르륵 나열하는 것과 도식화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상대

방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즉, 어떻게 하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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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느려요

• 전체 시스템이 항상 느린 경우 

• 특정 기능(화면)이 느린 경우

• 특정 시간대(기간)에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느린 경우

• 특정 시간대(기간)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느린 경우

• 특정 기능(화면)이 점점 느려질 경우

• 특정 사용자만 애플리케이션이 느린 경우

예외가	계속	발생해요

• 모든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면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 특정 사용자의 특정 기능에서만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 특정 시간대에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 특정 시간대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이	응답이	없어요

•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 특정 기능(화면)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이	죽어요

• 실마리가 있는 경우

• 아무 실마리도 없이 죽는 경우

방이 내가 작성한 문서와 보고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문서 작

성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럼, 각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는 사용자 입장에

서의 현상만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다시 말하면, 

병목 지점)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자.

 발생 가능한 병목 지점들

병목 지점은 영어로 ‘bottleneck’이라고 하며,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들을 모두 병목 

지점이라 말한다.

CHAPTER 1 자바 기반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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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스템에서 성능이 안 좋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대상은 수도 없

이 많다. 서비스의 구성이 아주 단순하게 클라이언트-서버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장

애 발생 시에 분석해야 하는 대상은 클라이언트, 서버, 그 사이의 네트워크와 데이터

가 저장되는 저장소 정도인데, 그것만 살펴보면 웬만한 문제점들을 다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도 그에 따라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애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나열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웹 서버

•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이하 WAS) 

•	각종 API 서버

•	DB 서버

•	데몬 프로그램

•	레거시(Legacy) 시스템(이하 레거시)

•	기타 생각지도 못한 서버

각 서버의 구성 요소에서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CPU

•	네트워크

•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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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및 파일 서버

•	OS 커널

이 책에서는 여러 원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WAS를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왜 WAS가 중심이 될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웹 서버로부터

의 요청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요청된 그 작업은 WAS에서 DB, 데몬, 레거시, API 

서버 등 각종 연동 시스템으로 각각 분산되어 수행 후, WAS에서 그 결과를 취합한

다. 그다음에는 웹 서버를 통하여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DB, 

데몬, 레거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서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WAS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쉽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은 이후에 

DB, 데몬, 레거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다(만약 데몬이나 레거시가 자바 기반이라면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추

가로, 리눅스와 유닉스 기반의 서버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의 뒷부

분에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명령어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 나열한 원인들 외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하지만 그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면 추측 범위를 

좁혀갈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며

이 장에서는 자바 기반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해 보았

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원인이 모여

서 하나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첫 번째 장을 읽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지 모르겠

다. 현재 상황이 급한 독자는 각 문제에 해당하는 절로 바로 이동하여 읽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며,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자 하는 독자들은 천천히 앞으로 소개하

는 내용을 읽어주기 바란다. 

CHAPTER 1 자바 기반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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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uter XLog5
C H A P T E R

scouter에서의 XLog는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XLog는 scouter에서 중요하

고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트랜잭션을 분석하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포도(scatter chart)이기 때문이다.  

 XLog 사용법 - 기초 

먼저, 아래 XLog 화면을 살펴보자.

만약 서비스에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점들이 찍히게 된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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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점은 하나의 요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서비스가 안정적인지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점들이 

(나름) 아래쪽에 깔려 있으면, 해당 서비스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왜

냐하면 이 그래프의 Y축은 응답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점들은 언제 화면에 찍히게 될까?

❶ 사용자가 서버에 요청했을 때

❷ 사용자의 요청이 끝났을 때

❸ 사용자에게 응답을 시작할 때

❹ 사용자에게 응답을 완료하였을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응답 시간의 점이 찍힌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응답이 끝

나야지만 가능하다. 현재 scouter에는 예측하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

은 네 번째의 사용자에게 응답을 완료하였을 때, 정확히는 마지막 바이트까지 응답

하여 요청이 끝났을 때 점이 찍힌다. 

scouter 데모용 프로그램에 있는 jmeter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점이 찍히는데, PC에

서 jmeter로 부하를 가하도록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키보드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방

 XLog 사용법 - 기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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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키를 눌러보자. 뭔가 화면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scouter의 XLog 

화면에서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그래프가 압축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Y축의 값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그래프가 늘

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Y축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에는 기본 상태에서 대부분의 응답 속도가 10초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10

초보다 느린 응답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위쪽 방향키를 눌러 전반적인 

XLog 그래프의 패턴을 확인해 봐야만 한다. 이번에는 왼쪽 방향키를 눌러보자. 그러

면 X축이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전 시간으로 되돌려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반

대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X축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현재 시간 이후로는 방

향키가 움직이지 않는다.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다면, 아래와 같이 화면의 오른쪽에 검은색 원이 나

타날 것이다. 이 검은색 원이 나타났다는 것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내용은 현재 시간

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최근 5분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이 검은색 원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복귀한다.

더불어 X축의 시간을 늘리거나 단축시키고 싶다면 XLog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가 있는 왼쪽 돋보기를 클릭하면 기본적으

CHAPTER 5 scouter XLog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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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지는 5분보다 더 짧은 시간이 한 화면에 나타나며, -가 있는 오른쪽 돋보기를 

클릭하면 5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한 화면에 나타난다.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검

은색 원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복귀한다. 만약 이 점들의 개수가 몇만 개에 도달했

을 때 - 돋보기를 지속해서 클릭하면, 클라이언트의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방금 누른 돋보기 아이콘 밑에는 Count라고 씌어 있고, 옆에 숫자가 적혀 있을 것

이다(요청이 하나도 없다면 0이다). 이 Count는 점들의 개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최

근 5분 동안의 요청 개수를 뜻한다. 특정 시간 동안 요청의 개수를 보고 싶다면 이 

XLog를 사용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통계 기능들을 사용해서 확인

하는 것도 가능하다. 

 XLog 목록 

XLog 화면에서 분석을 하고 싶다면 위 그림과 같이 마우스로 점들을 드래그하면 된

다. 정상적으로 드래그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드래그된 영역에 있는 요청의 목록 

화면이 나타난다.

 XLog 목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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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에서는 해당 요청에 대한 상세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왼쪽에 

있는 Object는 해당 요청이 어떤 서버의 어떤 인스턴스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려주

고, Service에서는 URL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목록 화면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

저 해야 하는 것은 Elapsed값으로 정렬하는 것이다. 상단에 있는 Elapsed를 클릭하

면 응답 속도순으로 정렬된다.

응답 속도순으로 정렬하면 성능상으로 어떤 URL이 가장 느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목 부분을 클릭하여 좌우로 움직이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데, 

CHAPTER 5 scouter XL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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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들을 우선시하여 정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CPU, SQL Count, SQL Time, API Count, API Time, KBytes 순으로 나열해 놓고 

사용하면 보다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좋은지 

각 항목의 의미를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	CPU: CPU를 점유한 시간. 단위 밀리초 

•	SQL	Count: SQL 수행 개수. 단위 개수

•	SQL	Time: SQL 수행 시간. 단위 밀리초

•	API	Count: API 호출 개수. 단위 개수

•	API	Time: API 수행 시간. 단위 밀리초

•	KBytes: 요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 메모리의 양. 단위 킬로바이트

여기서 밀리초는 영어로 milliseconds를 의미하며, 1밀리초는 1/1,000초를 뜻한다. 그

리고 API 호출이라는 것은 다른 서버 호출을 의미한다. 요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하나의 서버에서 모든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서버를 호출하여 요청을 처

 XLog 목록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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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때문에 이 API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면, 해

당 요청이 느린 이유가 CPU를 많이 사용해서인지, SQL 수행 시간이 오래 걸려서인

지, API 호출 시간이 느려서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는 

요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상세 정보가 나타난다. 

이 XLog 상세 화면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상단에 있는 

요약 결과를 살펴보자. 

► txid    = x7u675qd77ie1e  → 트랜잭션 ID 
► objName = /WritingPC/myTomcat1 → 호스트/인스턴스 이름

► thread  = http-bio-8080-exec-4 → 수행한 스레드

► endtime = 20190507 07:33:19.226 → 요청 종료 시간

► elapsed = 3,140 ms → 수행 시간

► service = /jpetstore/create.jsp → 요청 URL 
► ipaddr=127.0.0.1, userid=0 → 호출한 서버/클라이언트의 IP 및 scouter 사용자 ID
► cpu=952 ms, kbytes=213949 → CPU 점유 시간 및 요청 처리 시 사용한 메모리 크기

► sqlCount=40008, sqlTime=2,734 ms → SQL 개수 및 시간 
► userAgent=Apache-HttpClient/4.2.6 (java 1.5) → 호출한 클라이언트의 종류

► group=*.jsp → 요청 그룹 
► profileSize=0 → 프로파일 크기 

CHAPTER 5 scouter XLog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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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항목들은 이름만 보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목들 중에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	txid: 모든 요청들은 scouter에서 고유의 트랜잭션 아이디를 발급한다. 그 아이

디를 통해서 다른 요청과 구분한다. 

•	thread: 요청을 수행한 스레드의 이름이다. 

•	ipaddr: WAS에 요청을 한 서버의 IP다. 만약 앞 단에 웹 서버가 있다면, 웹 서

버의 IP가 이 값으로 설정된다.

•	userid: scouter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사용자의 아이디다.

•	kbytes: 요청을 수락하고 종료할 때까지 해당 스레드에서 사용한 메모리의 양

이다. 

•	group: scouter는 사용자의 요청을 묶어서 구분하는 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 별

도의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요청들은 이와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관

리된다. 

만약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구축한 개발자라면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을 테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scouter를 설치한 초기에는 이 값들

을 자세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XLog 사용법 - 프로파일링

지금부터는 상단의 요약 결과 아래에 있는 프로파일링 결과를 살펴보자.

------------------------------------------------------------------------------
    p#      #     TIME         T-GAP CPU          CONTENTS
------------------------------------------------------------------------------
         [******] 07:01:22.375     0   0 start transaction 
    -    [000000] 07:01:22.375     0   0 [driving thread] http-bio-8080-exec-9
    -    [000001] 07:01:22.400    25   0 JSP /e2e.jsp #0 0 ms
    -    [000002] 07:01:22.452    52   0 call: /jpetstore/e2end.jsp 831 ms...
[000002] [000003] 07:01:22.461     9   0 socket: 127.0.0.1:8080 1 ms

 XLog 사용법 - 프로파일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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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12

C H A P T E R

지금까지는 스레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원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지금부터는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원인 중 스

레드와 쌍벽을 이루는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알고 있겠지만, 개발할 때 자바와 C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모리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자바는 가비지 컬렉터(Garbage Collector)가 알아서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메모리에서 

제거하며, C는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C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메모리 릭(leak) 현상이 자바에서는 간간

이 발생하기도 한다. 도구를 JVM에 걸어서 메모리 릭을 발생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기를 기다리면서 메모리 릭의 원인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읽고 따라 해보면, 메모리 릭의 원인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바의 메모리 영역

먼저 자바의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바의 메모리 영역이 어떻게 나뉘는지 

모르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바의 메모리 영역(정확하게 말하

면, 실행 시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runtime data area))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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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program	counter)	레지스터: 스레드별 보유

•	JVM	스택: 스레드별 보유

•	힙(Heap): 대부분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일반적인 저장소

•	메서드	영역(Method	area)

•	런타임	상수	풀(Runtime	Constant	Pool): 메서드 영역에 할당되어 있음

•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Native	Method	Stack)

아마도 자바 개발을 오랫동안 한 개발자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영역의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간단히 정리해 놓았다. 

 pc 레지스터

각 스레드의 JVM 인스트럭션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 

 JVM 스택

스레드가 생성되면서 동시에 생성된다. 이 영역에는 지역 변수와 부분 결과를 저장하

며, 메서드 호출 및 리턴과 관련된 정보가 보관된다.

 힙

모든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배열이 할당된다. 이 영역은 JVM이 시작될 때 생성되며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관리된다.

 메서드 영역

모든 JVM의 스레드를 공유하며, 각 클래스의 구조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이다. 더 자

세하게 말하면, 런타임 상수 풀, 필드, 메서드 데이터, 메서드와 생성자의 코드, 클래

스와 인터페이스 인스턴스의 초기화를 위한 특수 메서드(special method)들에 대한 정

보들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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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타임 상수 풀

각각의 클래스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constant_pool 테이블을 실행 시 참고하기 위

한 저장소이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상수(숫자를 포함한 각 필드에 대한 참고 정보)들을 

저장한다.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

자바 언어 이외의 네이티브 언어를 호출할 경우 타 언어의 스택 정보를 여기에 저장한다.

pc 레지스터의 정의에 있는 JVM 인스트럭션(instruction)은 무엇일까? 이것은 수행해야 하

는 작업(operation)을 명시하는 opcode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독자는 ‘그럼, 

opcode는 뭐야?’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필자가 opcode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부록 B 
자바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란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객체들은 힙 영역에 저장되며, 이 힙 영역은 

Eden, Survivor, Tenured, Permanent 영역으로 나뉜다(G1 이후에 나온 가비지 컬렉터

를 제외한 Java 8에서 제공하는 가비지 컬렉터에서의 영역을 말한다). 

Eden

Young Tenured Permanent

Old Perm

Survivor 0

Survivor 1

 자바의 힙 메모리 영역

아마 ‘이런 걸 꼭 외우고 알고 있어야 하나?’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독자도 있을 것

이다. 꼭 외우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영역이 저렇게 세분화되어 있구나 정도

와 힙, JVM 스택, Permanent 영역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복잡한 세상

을 사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필자가 이러한 어려운 외계어 같은 용

어들을 나열하고 설명했을까? 그 이유는 다음 절부터 소개할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

 자바의 메모리 영역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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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한 기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G1(‘가비지 퍼스트’라고 읽음) GC는 이와 같은 영역으로 나뉘지 않고, 바둑판 모

양으로 메모리 영역이 나뉜다. 

Eden Space

Survior Space

Old Generation

E

S

S

S

S S

O

EEO O O

O

O

O

O O O

OOO

O

O

O

OE

E

E E

E

G1 힙 메모리 영역

이 여러 영역들 중 일부를 New 영역, 나머지를 Old 영역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

이 바로 G1 GC다. 자바는 GC가 발생하면, 다른 영역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작

업을 수행한다. 아무리 메모리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복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G1 GC에서는 New 영역이 꽉 차서 더 이상 메모

리를 할당할 공간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Old 영역으로 변환해 보다 빠른 GC를 제공

한다. G1 GC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독자는 아래의 링크에 있는 문서를 확인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G1 GC 

URL  https://www.oracle.com/technetwork/tutorials/tutorials-1876574.html

이 절에서 설명한 내용은 ‘The Java Virtual Machine Specification’의 2.5 Runtime data 
area를 참고하였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오라클 사이트에서 해당 문서를 참고하

면 된다. 

Runtime data area 

URL  https://docs.oracle.com/javase/specs/jvms/se11/html/jvms-2.html#jvms-2.5

CHAPTER 12 메모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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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OfMemoryError는 언제 발생할까?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상태로 계속 시스템을 놓아두면, 언젠가 OutOfMemoryError

가 발생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자바에서는 예외(exception)보다 오류의 급이 높은 것

을 에러(error)라고 한다. 아무나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와 에러는 급이 다르다. 

OutOfMemoryError의 부모 클래스는 java.lang.Error 클래스가 아니고, java.

lang.VirtualMachineError라는 클래스다. 이 VirtualMachineError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애를 만났을 때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

를 볼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클래스는 JVM에 문제가 생겼거나(broken), 작업을 계

속해서 진행할 리소스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고 API에 나와 있다. 이 클래스의 자

식 클래스로는 지금 다루고 있는 OutOfMemoryError를 비롯하여 InternalError, 

StackOverflowError, UnknownError가 있다. 그렇다면 언제 OutOfMemoryError

가 발생할까?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가비지 컬렉터가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공간을 더 이상 만들어주지 못하고, 더 

이상 힙 영역의 메모리가 증가될 수 없을 때 

•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코드에서 스왑(swap) 영역이 부족하여, 더 이상 네이티브 

할당(allocation)을 할 수 없을 때(이러한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경우는 순수 자바 코드를 사용할 때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으며, 여러분들

이 JNI와 같은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소스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다. 대부분 자바 시스템에서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JNI와 연동하여 

사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만 상세히 알아보자.

OutOfMemoryError가 발생할 때 찍히는 자바의 시스템 로그는 잘 살펴봐야만 한다. 

왜냐하면 OutOfMemoryError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	Exception in thread "main": java.lang.OutOfMemoryError: Java heap space

•	Exception in thread "main": java.lang.OutOfMemoryError: Meta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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