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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계신 분


• 테스트를 작성 해보기는 했으나, 어떻게 좀 더 완전한 테스트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


• 테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너무나 귀찮고 고통스러워서 기피하게 되는 팀


• 테스트를 이미 잘 하고 계신 분 중 더 잘 하고 싶으신 분

대상 청중



• 기본적인 테스트 구현하기


• Sure를 이용하여 더 직관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구현하기


• Behavior Driven Development (BDD) 를 이용하여 더 재미있게 테스트 코드를 구현하기


• HTTP Mocking과 monkey patching으로 독립적인 테스트 코드 구현하기


• Randomized testing을 이용하여 온전한 테스트 코드 구현하기


• Benchmark testing을 이용하여 로직 시간 측정하기


• 간단한 pytest plugin 만들기

목차



기본적인 테스트 구현하기



• 테스트 코드


• 내가 쓴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코드


•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반드시 필요


•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프로젝트 유지보수가 가능


• Test Driven Development (TDD)


•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에 코드가 동작해야할 스펙에 대해 테스트를 먼저 구현


• 테스트 코드를 구현하는 사람과 로직을 구현하는 사람이 다르면 더 좋다


• 도전과제 성취를 하는 느낌이 들어 나름 재밌음 (...)

Test Driven Development



• unittest: Python 기본 지원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 pytest: 조금 더 powerful한 테스트 프레임워크


• self.assertEqual(1+1, 2)   vs   assert 1+1 == 2


• 조금 더 자유로운 fixture 사용 지원


• 테스트가 실패했을때 unittest 보다 유용한 정보 제공


• 315+ 개의 다양한 plugin 존재 (pytest-django, pytest-bdd, pytest-watch, ...)

unittest, pytest



unittest로 테스트 코드 구현하기
import unittest

class TestPlus(unittest.TestCase):
  def test_one_plus_one(self):
    self.assertEqual(plus(1, 1), 1)



unittest로 테스트 코드 구현하기
import unittest

class TestPlus(unittest.TestCase):
  def test_one_plus_one(self):
    self.assertEqual(plus(1, 1), 1)

$ python -m unittest test_basic.py
F
======================================================================
FAIL: test_one_plus_one_false (test_basic.OnePlusOneCase)
----------------------------------------------------------------------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Users/kuss/Sandbox/pycon/test_basic.py", line 5, in test_one_plus_one_false
    self.assertEqual(plus(1, 1), 1)
AssertionError: 2 != 1

----------------------------------------------------------------------
Ran 1 test in 0.001s



pytest로 테스트 코드 구현하기
# basic test function

def test_plus():
  assert plus(1, 1) == 2

# class-style test

class TestPlus:
  def test_one_plus_one(self):
    assert plus(1, 1) == 1



pytest로 테스트 코드 구현하기
$ py.test

============================= test session starts =============================
platform darwin -- Python 2.7.16, pytest-4.6.4, py-1.8.0, pluggy-0.12.0
rootdir: /Users/kuss/Sandbox/pycon
collected 2 items

test_plus.py .F                                                                                                                                                                                      
[100%]

==================================== FAILURES ==================================
_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Plus.test_one_plus_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

self = <test_plus.TestPlus instance at 0x1075eff38>

    def test_one_plus_one(self):
>       assert plus(1, 1) == 1
E       assert 2 == 1
E        +  where 2 = plus(1, 1)

test_plus.py:9: AssertionError
===================== 1 failed, 1 passed in 0.08 seconds ========================



Fixture 사용하기
@pytest.fixture
def smtp_connection():
  import smtplib
  return smtplib.SMTP("smtp.gmail.com", 587, timeout=5)
  

def test_ehlo(smtp_connection):
  response, msg = smtp_connection.ehlo()
  assert response == 250
  assert 0



기본적인 API 테스트 구현하기
# 유저가 가입한 후 제대로 로그인 되는지 테스트

from django.test import TestCase
from rest_framework.test import APIClient

class TestUserLogin(TestCase):
  def test_login(self):
    client = APIClient()
    register_resp = client.post('/v1/api/signup/',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self.assertEqual(resp.status_code, 200)

    login_resp = client.post('/v1/api/signin/',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self.assertEqual(login_resp.status_code, 200)
    self.assertEqual(login_resp.data['username'] == 'jaeman')



기본적인 API 테스트 구현하기 (pytest)
# 유저가 가입한 후 제대로 로그인 되는지 테스트

@pytest.fixture
def client():
  return APIClient()

def test_login(client):
  register = client.post('/v1/api/signup/', {'username': 'ajmbell', 'password': '1234'})
  assert register.status_code == 200

  login = client.post('/v1/api/signin/', {'username': 'ajmbell', 'password': '1234'})
  assert login.status_code == 200
  assert login.data['username'] == 'ajmbell'



기본적인 API 테스트 구현하기 (pytest)
# 유저가 가입한 후 제대로 로그인 되는지 테스트 (with pytest-django)

def test_login(client):
  register = client.post('/v1/api/signup/', {'username': 'ajmbell', 'password': '1234'})
  assert register.status_code == 200

  login = client.post('/v1/api/signin/', {'username': 'ajmbell', 'password': '1234'})
  assert login.status_code == 200
  assert login.data['username'] == 'ajmbell'



조금 더 복잡한 API 테스트 구현하기
# 유저가 가입한 후 관리자가 승인해야만 제대로 로그인 되는지 테스트

def test_user_can_login_after_admin_permit(self, client, admin_client):
  register_resp = client.post('/v1/api/signup/',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assert register_resp.status_code == 200
  register_user_id = register_resp.data['user']['id']

  login_resp = client.post('/v1/api/signin/',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assert login_resp.status_code == 403

  permit_resp = admin_client.post(f'/v1/api/user/{register_user_id}/permit/', {})
  assert permit_resp.status_code == 200
 
  login_resp2 = client.post('/v1/api/signin/',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assert login_resp2.status_code == 200
  assert login_resp2.data['username'] == 'jaeman



조금 더 복잡한 API 테스트 구현하기
# 유저가 가입한 후 관리자가 승인해야만 제대로 로그인 되는지 테스트

def test_user_can_login_after_admin_permit(self, client, admin_client):
  register_resp = client.post('/v1/api/signup/',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assert register_resp.status_code == 200
  assert 'user' in register_resp.data
  assert 'id' in register_resp.data['user']
  assert register_resp.data['user']['username'] == 'jaeman'
  register_user_id = register_resp.data['user']['id']

  login_resp = client.post('/v1/api/signin/',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assert login_resp.status_code == 403
  assert ...

  permit_resp = admin_client.post(f'/v1/api/user/{register_user_id}/permit/', {})
  assert permit_resp.status_code == 200
  assert ...
 
  login_resp2 = client.post('/v1/api/signin/',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assert login_resp2.status_code == 200
  assert login_resp2.data['username'] == 'jaeman'
  assert ...



조금 더 복잡한 API 테스트 구현하고 주석을 잘 쓰기

# 유저가 가입한 후 관리자가 승인해야만 제대로 로그인 되는지 테스트 (with pytest-django)

def test_user_can_login_after_admin_permit(self, client, admin_client):
  # 유저 생성
  register_resp = client.post('/v1/api/signup/',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assert register_resp.status_code == 200
  assert 'user' in register_resp.data
  assert 'id' in register_resp.data['user']
  assert register_resp.data['user']['username'] == 'jaeman'
  register_user_id = register_resp.data['user']['id']

  # 로그인 하면 실패
  login_resp = client.post('/v1/api/signin/',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assert login_resp.status_code == 403
  assert ...

  # 관리자 생성 후 승인
  permit_resp = admin_client.post(f'/v1/api/user/{register_user_id}/permit/', {})
  assert permit_resp.status_code == 200
  assert ...
 
  # 로그인 성공
  login_resp2 = client.post('/v1/api/signin/',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assert login_resp2.status_code == 200
  assert login_resp2.data['username'] == 'jaeman'
  assert ...



테스트 시나리오는 저렇게 간단하지 않다
# 유저가 가입한 후 관리자가 승인하고 난 이후 다시 밴 시킨 경우 로그인 안 되는지 테스트

def test_user_cannot_login_after_ban_after_permit_user():
  ...

  



사실 더 간단하지 않다
# 유저가 가입한 후 관리자가 승인하고 난 이후 다시 밴 시킨 경우 로그인 안 되는데 탈퇴 시도는 성공하는데 이후 재가입시 24시
간 동안 가입이 되지 않는 것 테스트

def test_user_cannot_login_after_ban_after_permit_user_but_can_quit_and_can_rejoin_a
fter_24_hour():
  ...

  



• 코드 리팩토링 뿐만 아니라 테스트 코드 리팩토링도 필요


• 앞서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다시 들여다 보고 싶지 않다 (...)


• 그냥 실패하는 테스트 다 지우고 다시 짤까?


• 테스트 코드를 모두 읽기 전까지는 어떤 테스트인지 알수가 없다


• 구조화되어 읽기 쉬운 테스트 코드가 절실함

스펙 변경: 오늘부터 승인 안해도 가입할수 있대요! 



Sure를 이용하여 더 직관적으로 테스트 코드 구현하기



• Sure (github.com/gabrielfalcao/sure)


• Assertion을 쓰기 쉽게 해주는 라이브러리


• CPython에서만 사용 가능 (ctypes에 대한 
monkey patching 사용)


• Number, String, Collection, Callable 등에 
대한 assertion 지원

Sure
import sure

(4).should.be.equal(2 + 2)
(3).shouldnt.be.equal(5)

{'foo': 'bar'}.should.equal({'foo': 'bar'})
{'foo': 'bar'}.should.have.key('foo')\
 .which.should.equal('bar')

def fn(param):
    raise ValueError(f'{param} is given')

fn.when.called_with('jaeman').should\
  .throw(ValueError, 'jaeman is given')



Sure를 이용하여 테스트 코드를 더 직관적으로 만들기

# 유저가 가입한 후 관리자가 승인해야만 제대로 로그인 되는지 테스트

def test_user_can_login_after_admin_permit(client, admin_client):
  info =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client.register(info).status_code.should.eql(200)
  client.login(info).status_code.should.eql(403)
  admin_client.permit({'username': 'jaeman'}).status_code.should.eql.(200)
  client.login(info).status_code.should.eql(200)



Sure를 이용하여 테스트 코드를 더 직관적으로 만들기

# 유저가 가입한 후 관리자가 승인해야만 제대로 로그인 되는지 테스트

def test_user_can_login_after_admin_permit(client, admin_client):
  info =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client.register(info).success()
  client.login(info).fail(403)
  admin_client.permit({'username': 'jaeman'}).success()
  client.login(info).success()



Sure를 이용하여 테스트 코드를 더 직관적으로 만들기

# 유저가 가입한 후 관리자가 승인해야만 제대로 로그인 되는지 테스트

def test_user_can_login_after_admin_permit(client, admin_client):
  info =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client.register(info).success().with(lambda x: \
    assert x.should.have.key('user').which.should.have.key('id') &&
    assert x.should.have.key('user').which.should.have.key('username').which.equal('jaeman')
  )
  client.login(info).fail(403)
  admin_client.permit({'username': 'jaeman'}).success()
  client.login(info).success()



Sure를 이용하여 테스트 코드를 더 직관적으로 만들기

# 유저가 가입한 후 관리자가 승인하고 난 이후 다시 밴 시킨 경우 로그인 안 되는데 탈퇴 시도는 성공하는데 이후 재가입시 24시간 동안 가
입이 되지 않는 것 테스트

def test_user_can_login_after_admin_permit(client, admin_client):
    info =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client.register(info).success().with(...)
    client.login(info).fail(403)
    admin_client.permit({'username': 'jaeman'}).success().with(...)
    client.login(info).success().with(...)
    admin_client.ban({'username': 'jaeman'}).success().with(...)
    client.login(info).fail(403)
    client.member_exit(info).success().with(...)
    client.register(info).fail(400).with(...)
    
    ...



BDD를 이용하여 더 간단하고 재미있게 테스트 코드 구현하기



• Behavior Driven Development (BDD)


• Test Driven Development과 유사


• 테스트 코드 그 자체보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집중하자


• 지원되는 Python Library


• behave, lettuce, pytest-bdd


• 먼저 자연어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자


• 예) 정상 가입한 유저가 있을때, 올바른 정보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 성공해야 한다


• 이 문장이 그대로 테스트 코드가 된다!

Behavior Driven Development



Behavior Driven Development
# login.feature

Feature: 유저 로그인 테스트
  Scenario: 정상 가입 후 로그인 케이스
    Given 한 client가 있다
    When 해당 유저가 올바른 정보로 가입하면
    Then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성공해야 한다



Behavior Driven Development
@scenario('login.feature', '정상 가입 후 로그인 케이스')
def scenario_정상_가입_후_로그인():
  pass

@given('한 client가 있다')
def client():
  return MyAPIClient()

@when('해당 유저가 올바른 정보로 가입하면')
def 해당_유저가_올바른_정보로_가입하면(client):
  info =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client.register(info)
  client.set_login_info(info)

@then('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성공해야 한다')
def 정상적으로_로그인이_성공해야_한다(client):
  client.login(client.login_info).success()



• Feature: 테스트할 대상 기능


• Scenario: 테스트 상황 설명 (시나리오)


• Given: 테스트에서 사용할 데이터, 컨텍스트


• Background: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
는 데이터, 컨텍스트


• When: 테스트를 수행할 조건


• Then: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보장되어야 하
는 결과

Behavior Driven Development
# login.feature

Feature: 유저 밴 테스트
  Background: 기본 설정
    Given 관리자 계정

  Scenario: 관리자가 밴을 했을때 API 호출과 로그인이 
안되는지 여부 테스트
    Given 정상적으로 가입된 유저가 있다
    When 관리자가 해당 유저를 밴 시키면
    Then 목록 API가 실패해야 한다
    And 로그인이 실패해야 한다



Behavior Driven Development
# login.feature

Feature: 유저 밴 테스트
  Background: 기본 설정
    Given 관리자 계정

  Scenario: 관리자가 밴을 했을때 API 호출과 로그인
이 안되는지 여부 테스트
    Given 정상적으로 가입된 유저가 있다
    When 관리자가 해당 유저를 밴 시키면
    Then API 호출이 실패해야 한다
    And 로그인이 실패해야 한다

@scenario('login.feature', '유저 밴 테스트')
def scenario_유저_밴_테스트():
  pass

@given('관리자 계정')
def admin():
  ...

@given('정상적으로 가입한 유저가 있다')
def registered():
  ...

@when('관리자가 해당 유저를 밴 시키면')
def 관리자가_해당_유저를_밴_시키면(admin, registered):
  admin.ban(registered.username).success()

@then('API 호출이 실패 해야 한다')
def API_호출이_실패_해야_한다(registered):
  registered.some_API().fail(403)



• Scenario Outline: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부분을 parameter로 만들어서 테스트


• Given: <일반/관리자> 유저가 있다 
When: 유저가 해외에서 로그인을 진행한다 
Then: 로그인이 <성공/실패> 해야 한다


• Scenario Outline과 Examples을 활용하여 테스트 가능

Parametrized testing in BDD



Parametrized testing in BDD
# 약을 사진으로 찍어서 식별하는 시나리오

Feature: Identify pill feature
  Scenario Outline: 약 수동 식별 기본 시나리오
    Given 약 <name> 이 있다
    And 이 약은 <color> 색이다
    And 이 약은 <prints> 가 써져 있다
    When 약을 <input_prints> <input_colors> 으로 검색한다
    Then 약 검색 <is_success>

  Examples:
  | name     | color | prints | input_prints | input_colors | is_success |
  | aspirin  | red   | ABCD   | ABCD         | red          | True       |
  | aspirin2 | red   | ABCD   | EFG          | blue         | False      |



• 자연어로 define된 시나리오와 python 테스트 코드가 분리되어 있어 찾기에 어려움


• IDE의 도움을 받자


• 최대한 재사용 가능한 문장으로 테스트를 구성


• 예) 가입에 성공하고 로그인을 한 유저가 있다 --> 정상 가입을 한 유저가 있다. 유저가 로그인을 한다.


• When에서 동작을 수행한 return 값은 Then에서 가져올수 없음


• Given에서 context를 만들어 놓고, When에서 수행한 동작을 context에 저장하고 
Then에서 확인하자

BDD를 사용할때 유의할 점



HTTP Mocking과 monkey patching으로 
독립적인 테스트 코드 구현하기



• 로직 변경


• 테스트 코드의 존재로 인해 리팩토링을 (안정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음


• 로직 테스트를 위해 외부 인증서버가 필요 - 외부 서비스 dependency가 발생


• 가입/로그인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하지?


• 테스트 할때마다 인증서버를 띄워야 하나? 아니면 항상 떠있는 개발용 인증서버 사용?

오늘부터 인증서버를 분리하여 새로 구현하겠습니다



• Mocking: 거짓의, 가장의, 비웃는, 조롱하는


• HTTP Mocking: 발생하는 HTTP Call을 interrupt 하여 실제로 HTTP Call을 보내지 
않고,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여 response를 반환하도록 함


• Python: HTTPretty (github.com/gabrielfalcao/HTTPretty)


• Common Use Cases


• Test-driven development of API integrations


• Fake responses of external APIs


• Record and playback HTTP requests

HTTP Mocking



HTTPretty 예제
# HTTP Mocking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

@httpretty.activate
def test_http_mocking():
  httpretty.register_uri(httpretty.POST, 'https://auth.aitrics.com/signin', body='ok')

  response = requests.post('http://auth.aitrics.com/signin', {'username': '', 'password': ''})
  response.text.should.equal('ok')



HTTPretty 예제
# 유저 인증 후 간단한 API 테스트

@httpretty.activate
def test_simple_api(client):
    httpretty.register_uri(
        httpretty.POST,
        'https://auth.aitrics.com/signin', 
        body='ok'
    )

    info = {'username': 'jaeman', 
'password': '1234'}

    client.login(info).success()
    client.simple_api().success()

# 백엔드 로직

def login(self, req):
  username = req.body.get('username')
  password = req.body.get('password')

  login_dict = {  
    'username': username,
    'password': password,
    'server': 'backend'
  }

  r = requests.post('https://auth.aitrics.com/signin', login_dict)

  if r.status_code != 200 or r.text != 'ok':
    return Response(status=400)

  return Response(status=200)

def simple_api(self, req):
  ...



• 런타임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나 모듈의 
attribute를 바꿈


• 테스트 코드에서도 많이 활용


• A 모듈을 테스트, B 모듈에서 나온 결과
는 항상 같은 값으로 고정


• HTTPretty도 Monkey patching을 이용
하여 구현되어 있음

Monkey patching
# some_module.py

class A:
  def func(self):
    print("func() is being called")

# patch.py

import some_module

def monkey_f(self):
  print("monkey_f() is being called")

some_module.A.func = monkey_f



Monkey patching
# predict.py
# 데이터를 받아 나이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class BodyAgePredictManager:
  def predict(self, person_data):
    age = some_complicated_logic()
    return age

# api.py
# 나이에 따라 다른 운동 방법을 추천하는 API

def recommend_exercise_api(request):
  person_data = request.body.get('data')
  manager = BodyAgePredictManager()
  age = manager.predict(person_data)

  if age >= **:
    return ElderlyExercise()
  return YoungExercise()

# test_recommend_exercise
# 나이에 따른 운동 방법 추천 테스트

def return_elderly_age(self, person_data):
  return 100

def test_elderly_exercise(client):
  predict.BodyAgePredictManager.predict = 
return_elderly_age

  r = client.recommend_exercise_api(data)
  r.should.have.key.('exercise')
  r.shouldnt.have.('hard-exercise')

  ...



Monkey patching in HTTPretty
# httpretty/core.py

import socks
import ssl

fakesock = ...
fake_wrap_socket = ...

if socks:
  socks.socksocket = fakesock.socket

if ssl:
  ssl.SSLContext.wrap_socket = partial(fake_wrap_socket, old_wrap_socket)

...



Randomized testing을 이용하여 온전한 테스트 코드 구현하기



• "모든 경우"


• 사람이 수동으로 모든 경우를 테스트 해 볼수는 없음


• 랜덤한 input에 대해 function이 리턴해야할 값이나 수행할 동작을 테스트


• 예) 어떤 input이 들어와도 이 함수에서 error가 나면 안됨


• 예) 어떤 input이 들어와도 이 함수에서는 0 이상의 값이 나와야 함


• Randomized testing


• QuickCheck - Most famous implementation of randomized testing (Haskell)


• python - hypothesis (github.com/HypothesisWorks/hypothesis)

이거 정말 모든 경우에 다 되는걸까?



• @given: test function을 random한 
input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decorator


• strategies: random하게 주어질 input
의 규칙


• integers, floats 뿐 아니라 list, dictionary 등 거
의 모든 종류의 input format 지정 가능


• args, kwargs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

Hypothesis: How to use
from hypothesis import given
from hypothesis import strategies

class TestBasicSquare:
  @given(strategies.floats())
  def test_square(self, v):
    assert v * v >= 0

class TestBasicSquareRoot:
  @given(strategies.floats(min_value=0))
  def test_square_root(self, v):
    assert math.sqrt(v) >= 0



Hypothesis: How to use
from hypothesis import given
from hypothesis import strategies

class TestBasicSquare:
  @given(strategies.floats())
  def test_square(self, v):
    assert v * v > 0

$ python -m unittest test_hypothesis

Falsifying example: test_square(self=<test_hypothesis.TestBasicSquare 
testMethod=test_square>, v=0.0)

You can reproduce this example by temporarily adding 
@reproduce_failure('3.56.5', b'AAAAAAAAAAAAAAAA') as a decorator on 
your test case
F
======================================================================
FAIL: test_square (test_hypothesis.TestBasicSquare)
----------------------------------------------------------------------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
  File "/Users/kuss/Sandbox/pycon/test_hypothesis.py", line 10, in 
test_square
    assert v * v > 0
AssertionError

----------------------------------------------------------------------
Ran 1 test in 0.074s

FAILED (failures=1)



Hypothesis: Real Example
# 나이 예측 ML 모델에서 나온 나이 값이 0에서 100 사이인지, contribution이 0에서 1사이인지 테스트
# input:  {'weight': 50, 'height': 100, ...}
# output: {'age': 51, 'contribution': {'age': 0.1, 'weight': 0.2, ...}}

FACTORS = ['weight', 'height', ...]

def record_strategy():
  return st.fixed_dictionaries(dict(
      x: factor_strategy(x) for x in FACTORS
  ))

class TestBasicPrediction(unittest.TestCase)
  @given(st.lists(min_size=1, max_size=5, elements=record_strategy()))
  def test_random_record(self, batch):
    result = predict(batch)

    assert 0 < result.age < 100
    assert all(lambda k, v: 0 < v < 1, result.contribution.items())

    ...



Benchmark testing을 이용하여 로직 시간 측정하기



• Benchmark test


• 함수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


• 1초에 몇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사 가능


• 다수가 사용하는 실 서비스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 (ex. 게임 서버)


• 흔히 사용되는 로직이나 많이 호출될 것으로 보이는 API에 우선 적용


• How to?


• time이나 timeit으로 수동 측정


• pytest-benchmark

이거 잘 동작은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것 같아요.



Basic Benchmark Test
import time

def test_long():
  start_time = time.time()
  some_long_task()
  end_time = time.time()

  assert end_time - start_time <= 0.5



Basic Benchmark Test
# test_benchmark.py

def some_long_task(duration=0.00001):
  time.sleep(duration)
  return 0

def test_long(benchmark):
  result = benchmark(some_long_task)
  assert result == 0

$ pytest test_benchmark.py
=================== test session starts ====================
platform darwin -- Python 3.6.5, pytest-5.0.1, py-1.8.0, 
pluggy-0.12.0
benchmark: 3.2.2
plugins: benchmark-3.2.2
collected 1 item

test_benchmark.py .                                                                                                 

------------------- benchmark: 1 tests ------------------------
Name (time in us)         Min       Max     Mean  StdDev   
Median     IQR  Outliers  OPS (Kops/s)  Rounds  Iterations
---------------------------------------------------------------
test_long               14.5480  202.5540  17.1323  3.5963  
16.7990  0.0920  343;3398   58.3692      20743      1
---------------------------------------------------------------
Legend:
  Outliers: 1 Standard Deviation from Mean; 1.5 IQR 
(InterQuartile Range) from 1st Quartile and 3rd Quartile.
  OPS: Operations Per Second, computed as 1 / Mean
================= 1 passed in 1.54 seconds ====================



• benchmark 함수만 사용해도 간단한  
benchmark 테스트 가능


• pedantic 을 이용하여 iteration, round, 
warmup_round 등의 benchmark 
option 조정 가능


• @pytest.mark.benchmark 를 이용하여 
test별로 benchmark option 조정 가능


• benchmark 결과를 save하였다가 비교
하는 것도 가능

pytest-benchmark: How to use
# test_benchmark.py

def test_stuff(benchmark):
  benchmark(stuff)

def test_stuff_pedantic(benchmark):
  benchmark.pedantic(stuff, args=(1, 2, 3), kwargs={'foo': 
'bar'}, iterations=10, rounds=100)

@pytest.mark.benchmark(
  min_time=0.1,
  max_time=0.5,
  min_rounds=5,
)
def test_stuff_mark(benchmark):
  @benchmark
  def result():
    return time.sleep(0.00001)
  assert result is None



• 어디서 오래 걸리는지 좀 더 자세히 보고싶어요


• Profiling 툴을 사용 (pytest-profiling)


• 함수별 execution graph와 실행시간을 보여줌


• 우리의 N대의 서버들이 부하를 
얼마나 버티는지 알고싶어요


• http://locust.io

그 외 유용한 툴



간단한 pytest plugin 만들기?



goconvey



 goconvey
Convey("유저가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t, func() {
  user := testutil.NewTestClient()
  user.Register("jaeman", "1234")

  Convey("맞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성공해야 한다", func() {
    resp := user.Login("jaeman", "1234")
    So(resp.StatusCode, ShouldEqual, 200)  
  })

  Convey("틀린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실패해야 한다", func() {
    resp := user.Login("jaeman", "4321")
    So(resp.StatusCode, ShouldEqual, 403)
 
    Convey("틀린 비밀번호로 3번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잠겨야 한다", func() {
      user.Login("jaeman", "4321")
      user.Login("jaeman", "4321")
      resp := user.Login("jaeman", "1234")
      So(resp.Body, ShouldEqual, "Locked")
    })
  })
})



pytest-convey?



• pytest-convey


• 코드의 변경을 자동 감지하여, 테스트의 성공/실패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tool


• File watcher - pytest-watch


• Test result formatter - pytest-json-report


• Web UI - GoConvey


• 작업 진행중 (다음 파이콘까지?)


• github.com/kuss/pytest-convey

pytest-convey



•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쉽게 만들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


• 작성하기 어렵거나 재미가 없으면 결국 작성하지 않게 됨 

• 테스트 코드 리팩토링: Top-down 방식으로 일단 코드를 작성해 보자


• client.login(...).should.success --> 이후에 client에 해당하는 class를 구현


• 테스트에 유용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자


• Sure - assertion 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 가능


• BDD - 자연어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 가능


• 필요한 경우에 아래의 방법들도 고려


• HTTPretty, monkey patching


• Randomized testing (hypothesis)


• Benchmark testing

Summary



• 파이썬 웹서버 REST API 문서 쉽고 빠르게 작성하기 (Yongseon Lee)  
18th (Sun) 11:55 ~ 12:35

• Advanced Python testing techniques (Jaeman An) 
18th (Sun) 11:55 ~ 12:35

• 실시간 의료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를 위한 Django Query Optimization (Soyoung Yoon) 
18th (Sun) 13:55 ~ 14:35

• Pickle & Custom Binary Serializer (Young Seok Kim) 
18th (Sun) 14:55 ~ 15:35

Talks from AITRICS

www.aitrics.com
contact@aitrics.com

Thank you!

Soyoung Yoon <lovelife@kaist.ac.kr>

We are Hiring!
● Software Engineer
● Machine Learning Research Engine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