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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1

추천
사

1

서버리스(serverless) 기술 덕분에 10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을 창업자 한 명이 운영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서버리스는 IT 세계의 허용되지 않았던 논리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즉,
개발자는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서버, 인프라, 데이
터 저장소 또는 배포 도구를 걱정하지 않고 몇 분 만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비
즈니스 관점에서 서버리스는 서비스가 실행되기 전에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혁신
적이다.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한 개발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
로 온 디맨드(on-demand) 경제다.
이 책은 서버리스 기술을 위한 AWS Lambda에 관한 훌륭한 소개서다. 나는 이 책의 저자이자
아마존 웹 서비스의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인 다닐로 포치아(Danilo Poccia)를 런던의 한 AWS
이벤트에서 열린 업계 분석가를 위한 브리핑에서 처음 만났다. 서버리스에 관한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자마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서버리스 기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험이 이 책에 잘 녹아 있다.

AWS Lambda 서비스는 서버 환경 구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책에는
AWS Lambda 서비스에 관해 명확하고 간결한 소개와 설명이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과 단순한 기능을 실행하는 함수로 구성되는 서버리스 개념
을 배우려는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자바스크립트 및 파이썬으로 구성된 예제 코드는 깃허브
(Github)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포치아는 처음부터 간단한 사용자 인증 기능부터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가며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이르기까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다. 또한, 서드파티 서비스와 통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추천사 1

xi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앞으로 사실상 클라우드의 산업 표준인 AWS를 사용하는 방법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 책은 향후 몇 년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변화를 이끌 필수 안내서가 될
것이다.
제임스 거버너(James Governor)
레드몽크(RedMonk) 공동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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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2

추천
사

2

요즘 Serverless나 MicroService Architecture(MSA)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Serverless(서버리스)는 말 그대로 서버 없이 관리형 서비스만을 이용하여 코드를 배포하고 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벤더들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mazon Web Services(AWS)에서는 Lambda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Lambda를 시작하는 개발자들이 제약 사항이나 서비스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
여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책은 개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Lambda와 클라우드에서의 다른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결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 책에서는 API Gateway와 같
이 Lambda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AWS상의 서비스들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서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Lambda를 이용한 서버리스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AWS에서의 보안이나 가용성 측면에서의 설명과 같이 개발자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어서 AWS Lambda를 사용하려는 분들뿐만 아니라 AWS에서 개발
하려는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AWS Lambda의 매력을 느낄 기회가 되길
바란다.
박상욱
메가존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이자

AWS한국사용자모임 리더 및 AWS Community Hero

추천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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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한국어판

서문

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랐다. AWS에서 오랜 기간 나와
함께 동료로 일해 왔던 친구와 AWS를 좋아하는 사용자모임의 리더들이 함께 이 책을 직접 번
역해 주어 정말 감사드린다. 이 책을 처음 쓸 때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프트
웨어 개발자라도 새로운 서버리스 방식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
고자 시작했다.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가진 아이디어에 집중하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단순화함으로써 인프라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이 더 빠르고 생산성 높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AWS Lambda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
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다. 파일 업로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와 같은 이벤트 기반 애
플리케이션에서 개별 함수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고, 분산 아키텍처를 통해 대규모의 확장
성 높은 기능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혁신을 원하
는 대기업 개발자들도 이제 짧은 시간에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사용자
테스트를 하고, 최소한의 변경으로 즉시 정식 서비스를 배포하고 사용자 트래픽에 관계없이 확
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영어나 다른 언어를 사
용하면 이탈리아어를 사용할 때처럼 세부적인 설명과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렵다. 그래
서 이 책을 영어로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본처럼 언어적 한계를 넘
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쁘다. 아직 클라우드 컴퓨팅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독자들에게 AWS 플랫폼을 배우면서 함께 제공되는 많은 도구의 이점을 배우는 좋은 길
잡이가 되기 바란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무언가를 만들도록 영감을 얻으면 저자에
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다닐로 포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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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버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관리가 어렵다.”
― 버너 보겔스(Werner Vogels), Amazon CTO

1996년에 나는 분산 시스템의 장점과 복잡성을 모두 경험하면서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
를 개발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통신 및 미디어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
에 협력했다. 그 기간에 컴퓨팅, 스토리지 또는 네트워킹의 한계에 따른 병목 현상으로 기업들
의 혁신이 방해를 받았다. 그런데 2006년에는 에너지, 가스 또는 수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유틸리티 모델’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려는 혁신적인 생각이 현실화되었다. 바로

AWS가 스토리지(Amazon S3) 및 컴퓨팅(Amazon EC2)에 대한 첫 서비스를 시작한 해였고, 당시
나에게 이는 매우 흥미롭고 매혹적인 소식이었다.

2012년부터 많은 회사가 본격적으로 클라우드에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구현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시작했다. 당시 새로운 플랫폼을 실험해 보기 위해 Amazon S3를
백엔드 스토리지로 사용한 공유 파일 시스템을 개발해 보기로 하고, 파이썬으로 만든 코드를
깃허브에 공유하였다. 이때 많은 사람이 코드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AWS Lambda가 2014년에 출시되었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방식을 획기적
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몇 달 후, 비 오는 주말에 실
제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도 완벽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던 기억이 난다. 정적 콘텐츠
(HTML, CSS 및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와 백엔드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

하는 람다 함수를 사용해서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간단한 인증 서비스(8장,
10장에서 소개한 방법)를 확장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된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깃허브에 공

유했다. 그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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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 책의 집필을 시작했다. 이 책을 통해 서버리
스 컴퓨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더욱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신규 기술
및 여러분의 데이터를 실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나처럼
여러 방법으로 공유하기 바란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의 말
수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한 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함께 아이디어를 교환하
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다양한 개념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었다. 모두 나열하기는 어
렵지만, 고마움을 꼭 전할 분들이 있다. 먼저, 어지러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책에 잘 심어 주
고 책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해준 Toni Arritola에게 감사한다. 소중한 기술적 조언을 해준 Brent

Stains, 그리고 이 책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 Mike Stephens에게 특히 고맙다.
이 책을 리뷰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Alan Moffet, Ben Leibert, Cam Crews, Christopher

Haupt, Dan Kacenjar, Henning Kristensen, Joan Fuster, Justin Calleja, Michael Frey, Steve
Rogers, Tom Jensen와 교정을 봐준 Luis Carlos Sanchez Gonzalez에게도 감사한다.
다닐로 포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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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돌이켜보건대, 컴퓨팅의 발전은 늘 흥미진진하다. 오늘을 사는 개발자들에게 클라우드
는 이미 표준이 되었다. 굉음이 울리는 서버가 가득 찬 데이터 센터에서 장비를 세팅하고, 운
영 체제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스위치에 케이블을 연결했다는 이야기는 선배들의 기억에서나
존재한다. 지금은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 어디에나 내가 원하는 가상 서버를 1분 만에 띄워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AWS는 이러한 가상 서버를 ‘인스턴스(instance)’라고 부르
는데, 바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자원이라는 개념이다. 즉, 언제든지 새로 만들고 바꿀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은 서버와 관계없이 늘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몇 주씩 걸리던 일이 1분 만
에 되는 세상이 왔지만, 기술의 발전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 서버에 갇혀 있던 애플리케이션
을 ‘컨테이너(container)’ 기술이 분리해 내었고, 서버가 가진 원죄적 테두리에서 본격적으로 벗어
나기 시작했다.

2014년 10월에 발표된 AWS Lambda 서비스는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독립을
본격적으로 알린 계기가 되었다. ‘서버리스(serverless)’ 컴퓨팅은 서버의 관리나 운영 없이 람다
함수라는 코드만 업로드하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함수가 실행하며, 실행 시간에만 과금
하는 획기적인 개념이다. AW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처음 사업화하여 기술을 선도하
여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며 가상 서버 컴퓨팅은 이미 표준이 되었다. AWS Lambda
는 가상 서버 기반의 컴퓨팅 서비스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개별 고객들이 EC2 인스턴스를
할당해서 서비스하면 CPU/메모리 사용량과 관계없이 과금할 수 있지만, 서버리스 모델은 관
리 부담은 줄이면서도 과금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AWS Lambda가 세상에 나온 지 3년이 된 지금 이미 많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를 벤치마킹하
여 다양한 서버리스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오픈 소스 프로젝트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
버리스 개발은 강력한 클라우드 플랫폼하에서 빛을 발한다. 이미 AWS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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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벤트가 AWS Lambda에 올려진 다양한 코드를 호출
하고, 이렇게 호출된 람다 함수는 또 다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연쇄작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웹 애플리케이션부터 모바일 앱, 빅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
넷과 API 백엔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버리스 개발 환경은 대세가 되었다. 따라서 AWS 클라
우드 같은 풍부한 컴퓨팅 플랫폼은 서버리스 환경에서 개발 민첩성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고
객의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가져다준다.
서버리스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 기능을 때려 넣은
애플리케이션 덩어리(monolith)는 점점 코드가 많아지고, 개발 조직이 커질수록 빠른 개발과 배
포를 느리게 만드는 주범이다. 람다 함수 기반 개발 모델은 이러한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독립된 비즈니스 로직 단위로 분리하여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로 분리해 낼 수 있도록 도
와준다. 마이크로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브옵스와 함께 개발 모범 사례로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개발자의 생산성’이다. 똑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삽질(?)
을 하기보다 더욱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컴퓨팅 도구야말로 개발자에게 제일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클라우드 환경의 정점에서 AWS Lambda와 서버리스 컴퓨팅이 하는
역할이야말로 개발자의 저녁을 보장하고, 더욱 우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용자와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는 방법이다.
우리 개발자는 기술을 통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빌더(builder)’다. 빌더에
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늘 도전하는 정신이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알아 왔던 많
은 것을 바꾸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두 번
째 걸음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community)다. 회사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
는 것은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이 책의 번역 대부분도 AWS 한국사용자모임
(AWSKRUG)의 두 역자가 진행했다(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다).

AWS Lambda를 통해 서버리스 개발 생산성으로 얻은 시간을 배우고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커
뮤니티에서 지식을 나누는 일도 함께한다면 개발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Go Build!
역자 대표, 윤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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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단계(1~3장)에서는 AWS Lambda 및 Amazon API

Gateway, 웹 API와 같은 기본 기술에 관해 설명한다. 두 번째 단계(4 ~12장)에서는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다룬다. 바로 이 책의 핵심으로서 이벤트 기반의 다양한 함수를 통해 애
플리케이션 개발을 직접 진행한다. 세 번째 단계(13~15장)에서는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네 번
째 단계(16~17장)에서는 외부 서비스 사용 방법을 통해 AWS Lambda에서 기능적 확장성과 함
께 AWS 플랫폼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책은 첫 번째 장에서 마지막 장으로 순서대로 읽도록 집필되었다. 여러분이 이미 AWS

Lambda의 기본 지식을 이미 알고 있다면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두 번째 단계에서 좀 더 복
잡한 서버리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분이 실제로 업무 중에 구현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비교해서 공부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분산 시스템 및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기본 개념에 중점을 두었다. 분산 환경에서 IT 시스템을 개
발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이상적인 독자는, 아직 클라우드 사용 경험이 없지만 서버리스 컴퓨팅 및 이벤트 기
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들기를 원하는 개발자다. 이미 Amazon EC2 및

RDS, VPC와 같은 다른 AWS 서비스에 이미 경험해 본 개발자라면 서버 기반이 아닌 애플리
케이션 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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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코드에 적용된 규칙과 예제 다운로드
이 책은 다루는 각 주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많은 예제를 제공한다. 목록이
나 텍스트의 소스 코드는 고정 너비 글꼴로 표시되어 일반 텍스트와 구분한다. 또한, 클래스
및 메서드 이름, 개체 속성 및 텍스트의 기타 코드 관련 용어와 내용은 고정 너비 글꼴을 사
용한다.
이 책에 사용 된 소스 코드는 매닝 출판사의 웹 사이트(www.manning.com/aws-lambda-in-action) 및

GitHub(https://github.com/danilop/AWS_Lambda_in_Action 혹은 https://github.com/Jpub/AWSLambda)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 문의 및 지원
이 책을 구입하면 매닝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개인 웹 포럼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 이 포럼
에서 책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기술에 관한 질문을 하고, 저자 및 다른 사용자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포럼 웹 사이트는 www.manning.com/aws-lambda-in-action이다. 이 페이지는 포럼 가입
방법, 이용하고자 하는 도움 방법, 포럼에서의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영문 원서
의 정오표 및 기타 다운로드의 소스 코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
한국어 번역서에 대한 문의 및 지원은 제이펍 출판사(www.jpub.kr)나 AWSKRUG(AWS한국사용자
모임) 페이스북 그룹(https://www.facebook.com/groups/awskrug)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저자에 대하여
다닐로 포치아(Danilo Poccia)는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로 근무하면서 20여 년간의 글로벌 IT 업
계 경험을 통해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
및 서버리스 아키텍처, 모바일 플랫폼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기술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다닐로의 관심 분야는 IoT, 시뮬레이션/모델링, 인공지능, 기계학습 및
사진 촬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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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에 대하여
이 책의 표지는 ‘캄차카르(Femme Kamtschadale)’의 초상이다. 이 그림은 1797년 프랑스에서

Jacques Grasset de Saint-Sauveur(1757~1810)가 출간한 《Costumes de Différents Pays》라는 각
나라의 복장을 모은 책에 실린 그림 중의 하나이며, 각 그림은 손으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다양한 종류의 Grasset de Saint-Sauveur 컬렉션은 불과 200년 전의 세계 도시와 지방이 문화
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서로 격리된 사람들은 다른 방언과 언어를 사용
했는데, 대도시나 시골 등 사람들이 살던 지역과 삶의 방식을 옷차림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
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입는 방식은 바뀌었고 지역별 다양성이 사라졌다. 이제는 다른 도시, 지역 또
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대륙의 주민들을 구별하기 어렵다. 어쩌면 보다 빠르게 변화하
는 기술에 따른 생활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개인 생활과 문화 다양성을 희생한 것 같다. 컴퓨터
서적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 매닝 출판사는 2세기 전의 풍부한 지역사회 생활을 보여 주는
책 표지로 IT 서적의 창의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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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명준(ebay)
기본 언어 한두 개를 공부한 후에 AWS를 공부해 보고 싶은 개발자, 서버 개발을 경험해 보고
싶은 개발자에게 딱 맞는 책이라고 봅니다. AWS 클라우드 서버 기술 중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
고 있는 서버리스 람다를 쉽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책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서버 개발 지
식은 덤입니다. 이 책 이후에 좀 더 중고급자를 위한 책도 출간되었으면 합니다.
노승헌(라인플러스)
서비스 인프라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했던 시대에서 클라우드 서버 인프라 환경으로 넘어온
게 엊그제 같습니다만, 어느새 서버마저도 필요 없는 서버리스 인프라 시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유연한 서비스 인프라를 향한 사람들의 바람의 결과가 AWS Lambda와 API

Gateway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서버리스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이 예제를 하나씩 따
라 하면서 익힐 수 있는 좋은 지침서입니다.
박상욱(엔씨소프트)

Lambda 기초부터 Cognito나 API Gateway와 같은 다양한 제품을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책
입니다. AWS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시작부터 응용까지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Lambda의 동작 원리부터 팁까지 AWS를 사용한다면 한 번쯤 읽어 볼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
다. 특히, 간단한 프로젝트를 서버리스만 이용하여 만들어 나가는 모습은 인상 깊었습니다. 다
만, AWS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직
역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간간히 보였는데, 좀 더 다듬어 출간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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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혁(엔씨소프트)
아마존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는 개발자들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충실하게 구
성되었고, 포함된 코드들 또한 가장 간단한 람다 함수의 실행부터 인증이 포함된 외부 서비스
연동까지 실질적인 예제를 담고 있어서 AWS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적절한 입문서라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마이크로서비스 기반의 아키텍처 설계까지 다루고 있어
서 더 좋았고, AWS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 설계 시에 좋은 참고
가 될 만한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원(삼성SDS)

AWS Lambda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하던 때가 기억나네요. AWS 문서와 영문 사이트를 뒤적
거리며 간신히 구현했는데, 이 책이 있었더라면 MSA나 서버리스답게 빠르게 서비스했을 것 같
습니다. 지금 Lambda를 시작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코드까
지 읽으면서 보기엔 다소 벅찼었지만, 평소 궁금하던 내용을 베타리딩으로 읽게 되어 즐겁게
읽었습니다.
이요셉(아키텍트 지망생)
책 전체에 걸쳐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한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AWS

Lambda를 기반으로 API Gateway, Cognito 등을 연계해 볼 수 있어서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AWS의 공식 번역과 다른 용어의 선정과 덜 다듬어진 번역은 조금 아쉬웠지만, 출간 전
에 잘 다듬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장성만(Incowiz)
서버 쪽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AWS Lambda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가입, 로그
인, 암호 재설정, 암호 분실 처리 등 기존의 서버 개발 지식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와 지침을 전달해 줍니다. 기존의 익숙한 구현 개념과 연관 지어 설명한 방식으로 막연
한 서버리스 개념을 실제 경험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잘 반영하기 위한 역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주변
에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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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PART

첫 번째 단계

클라우드 기반 함수를 실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이벤트 기반 백엔드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웹 브라우저 및 모바일 앱 사용자를 함께 지원하기 위해 단일 백엔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 AWS Lambda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AWS Lambda 및 Amazon API Gateway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좀 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부한다. 또한, 웹 또는 모바일 앱의 백엔드와 같이 단일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클라우드 함수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샘플 코드와 함께 AWS 콘솔과
커맨드라인에서 활용 방법을 손쉽게 실습해 보자.

PART

1

First steps

1
CHAP TER

클라우드 기반 함수 실행하기

이 장에서 살펴볼 내용
■ 애플리케이션 기본 재료인 함수 이해하기
■ AWS Lambda에 대한 소개
■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용 함수 사용 방법
■ 함수를 통한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 클라이언트에서 함수 호출 방법

최근 몇 년간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고
있다. 이는 회사의 크기와 상관없이 각 산업을 파괴할 만한 강력하고 확장성 높은 애플리케이
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드롭박스(Dropbox)는 파일을 저장하고 공
유하는 방법을 바꾸었고, 스포티파이(Sportify)는는 음악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를 가져
왔다.
위의 두 회사는 작은 회사로 시작했으므로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바로 개발자들
이 불필요한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즉, 인프라를 관리 및 확장하고, 서버 운영
체제와 코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관리 업데이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독특하고 중요한 기능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다.

3

여러분은 가상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로드 밸런서 등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 구
조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설정을 맞추어 자동으로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확장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개발하는 코드를 실행할 전체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운영
체제나 가상 환경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를 선택 및 설정한 후에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비록 도커(Docker)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하는 접근을 하더라
도, 컨테이너 내 스택의 버전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가끔은 인프라 자원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접 접속해야 할 수 있
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러한 기반 인프라 구현 역시 맞춤형 설정을 통해 배포하
는 플랫폼(platform)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설치 및 고가용성에
대한 관리의 부담 없이 여러분의 데이터(혹은 데이터 모델)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
션 코드만 제공하면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표준 인프라를 설정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초기 개발 환경에서부터 좀 더 복잡한 실제 서비스 환경에 더 가까워지면 솔루션의 확장성 및
가용성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과정에서 누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보안을 고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AWS Lambda(AWS 람다)를 도입하면 추상화 레이어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어서 개발자는 코
드를 함수(function)별로 모아 업로드하고 해당 기능을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
으로 직접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운영체제(OS)와 가용성 및 확장성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각 함수는 AWS(Amazon Web Services)에서 제공하는 표준 보안 기능을 통해 작업 범위와 접근
가능한 자원을 지정하는 자체 설정이 있다.
각 함수는 직접 호출해 실행하거나 다른 AWS 자원(resource)에서 생성한 이벤트를 통해 실행
할 수 있다. 즉, 함수를 파일 저장소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자원에 등록하면 함수는 구독한
이벤트 종류에 따라 해당 자원에서 어떤 동작이 발생할 경우에 자동으로 실행된다. 예를 들
어, 특정 파일이 업로드되거나 데이터베이스 항목이 수정되었다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AWS

Lambda 함수가 이러한 변경 동작에 반응하여 새 파일 또는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사진이 업로드된 경우, 다른 해상도 화면에 사진을 다르게 표시하기 위
해 섬네일(thumbnail)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
스에 새 레코드를 기록하면 이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동기화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각 리소스 이벤트에 의해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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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명 규칙
이 책에서 제공하는 그림 및 도표는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API 호출

이전 데이터 처리

이벤트

논리적 분리 영역
(예를 들어, AWS Lambda
함수 내부)

일반 실행

주석(각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설명 등)

여러 함수를 함께 사용하면 스마트폰과 같은 사용자 기기에서 직접 호출하는 함수와 파일 공
유 및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여러 저장소와 연계된 함수 등을 사용하여 완벽한 이벤트 기반 애
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1.1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친구들
과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앱과 같은 미디어 공유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볼 수 있다.
콘텐츠 및
Upload content
메타데이터
with metadata.
업로드

Build
섬네일
만들기
thumbnails

파일
Files
(멀티미디어)
(multimedia)

Get content
콘텐츠와 섬네일
and
수집
thumbnails

사용자
User

모바일
Mobile
앱
app

콘텐츠
인덱스
Get content
수집
index.

콘텐츠
인덱스
Update
content
index.
업데이트

콘텐츠
Update content
메타데이터
metadata.
업데이트

Get콘텐츠
content
metadata.
메타데이터
수집

Extract
메타데이터 추출
and update
및
업데이트
metadata.

데이터베이스
Database

그림 1.1 다중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빌드된 이벤트 기반 미디어 공유 애플리케이션 예상 구조. 일부 함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하거나 파일 공유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저장소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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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그림 1.1의 구조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벤트 기반 애플리
케이션 설계에 사용된 아키텍처 원칙을 먼저 배우고, AWS Lambda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 서비스와 함
께 이러한 미디어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본다.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나 AWS Lambda와 자연스럽게 통합되지 않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AWS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용
하여 해당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다.
이벤트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정식 서비스 환경의 개발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애
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logic)을 보다 쉽게 디자인하고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장소에
있는 파일 업로드를 모니터링하는 함수를 살펴보자. 파일이 업로드될 때마다,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파일 메타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함수를 파일 저장소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간의 논리적 연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다. 클라이언트에서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내 모든 구성 요소에서 파일이 업로드될 때마다
해당 업로드 이벤트에 따른 함수가 실행되어 파일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된다.
보통은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추가하면 할수록 내부 로직도 점점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 파일 저장소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관계(relationship)를 만들었고, 이러한 연결 방식은 파
일을 업로드하는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앞으로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에 따
른 장점과 실질적인 예를 살펴볼 예정이다.
대기업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든 소규모 창업을 통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든 개별 기능을
빌딩 블록으로서 간단한 함수만을 사용해서 단순화한다면, 사용자에게 신규 기능을 더 빠르
고 효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1.1 AWS Lambda 소개
AWS Lambda는 물리적 서버 또는 가상 서버 기반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다르다. 여러 함수
로 구성된 논리적인 구성과 이들 함수를 실행하는 서비스만 신경 쓰면 된다. 선택한 언어별 런
타임을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 플랫폼 가용성 및 확장성과 함수 호출 처리를 유지하기 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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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각 함수는 컨테이너(container)에서 실행한다. 각 컨테이너는 운
영체제(OS)의 커널이 격리된 환경을 구현하는 서버 가상화 방식이다. AWS Lambda를 사용하
면 물리적 서버의 가상 컨테이너 내에서 코드가 실행되지만, 그러한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서버리스(serverless)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람다(lambda) 함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실행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는 http://docs.aws.amazon.com/
1
lambda/latest/dg/current-supported-versions.html을 참고한다.

AWS 관리 콘솔을 통해 새로운 람다 함수를 만들 때 먼저 함수 이름(function name)을 지정하
고,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함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실행 환경 구성을 지
정하게 된다.

•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최대 메모리 크기(memory size)
• 함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종료 시킬 제한 시간(timeout)
• AWS IAM(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해 함수가 접근할 수 있는 AWS 자원 및
권한에 대한 역할(role) 지정

여기서 잠깐!
함수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 양을 선택하면 이에 비례하여 CPU 성능을 자동 할당한다. 예를 들어, 256MB
메모리를 선택하면 람다 함수에 128MB를 선택했을 때보다 두 배의 CPU 성능을 할당하고, 512MB 선택할
경우보다 절반의 CPU 성능을 할당한다.

AWS Lambda는 혁신적인 비용 모델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한다.

• 총 호출 수
• 밀리세컨드 단위의 실행 시간(함수에 주어진 메모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역주

2017년 말 현재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실제는 Node.js), 자바(Java), 파이썬(Python) 및 닷넷(.Net) 런타임을 지원하고

있다.

1.1 AWS Lambd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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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시간에 대한 비용은 메모리와 함께 선형으로 증가한다. 만일 메모리 할당량을 두 배로
늘리고, 실행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면 비용은 두 배가 된다. 여러분이 람다를 정식 서비스에
적용하기 전 테스트를 위해 프리 티어(free tier)를 활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AWS Lambda를 사
용할 수 있다. AWS Lambda 프리 티어는 매월 아래 사용량을 무료로 제공한다.

• 총 100만 번 호출
• 1GB 메모리를 통한 총 40만 초 실행 시간
즉,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면 더 많은 시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8MB 메모
리(1GB를 8로 나눈 값)를 사용하면 한 달에 최대 320만 초의 실행 시간(40만 초에 8을 곱한 값)을
제공한다. 월간 프리 티어 제공량을 가늠해 보면 40만 초는 111시간 또는 4.6일 정도이고, 320
만 초는 889시간, 즉 약 37일 정도 된다.

여기서 잠깐!
이 책의 예제를 실행시키려면 AWS 계정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AWS 계정을 새로 만들면 위에서 언급한
프리 티어를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다. AWS 무료 티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새로운 AWS 계정 생성 방법은
2
http://aws.amazon.com/free/를 참고한다.

이 책에서는 자바스크립트(Node.js)와 파이썬 예제를 사용하지만, 다른 런타임도 사용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자바 런타임을 사용한다면 스칼라(Scala) 및 클로저(Clojure)와 같은 JVM(Java
Virtual Machine)에서 실행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바와 같은 객체지향 언어의 경

우, 노출하려는 함수는 바로 객체의 메서드가 된다.

C 언어나 PHP와 같이 AWS Lambda에서 지원하지 않는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지원되는 런타
임 중 하나를 래퍼(wrapper)로 사용하고, OS 컨테이너에 사용되는 모든 정적 바이너리와 프로
그램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 언어로 작성된 정적 링크된 프로그램을 람다 함
수를 업로드할 때 한데 모아서 압축 파일(Zip)에 넣을 수 있다.

AWS Lambda를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면 입력에 이벤트(event)와 콘텍스트(context)를 지정해
야 한다. 이벤트는 함수에 대한 입력 매개변수를 보내는 방법이며, JSON 문법을 사용하여 표
현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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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AWS Lambda 프리 티어 기능은 12개월의 AWS 프리 티어 기간이 끝나도 자동 만료되지 않으며, 기존 및 신규 AWS 고객
모두에게 무기한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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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스트는 서비스에서 실행 환경과 이벤트 수신 및 처리 방법을 설명한다.
그림 1.2와 같이 함수를 동기적(syncrhronously)으로 호출하여 결과(result)를 반환할 수 있
다. 이 책에서는 이런 종류의 호출을 표현하기 위해 ‘동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AWS

Lambda API 참조 문서 또는 AWS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Command-Line Interface)에서는
RequestResponse 호출(invocation)로 표현한다.

람다 API 호출

이벤트

AWS Lambda

콘텍스트
함수 호출에 따른
RequestResponse

함수

결과

그림 1.2 RequestResponse 호출 시 동기적으로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하고, 이벤트와 콘텍스트로 입력을

받고 결과를 반환한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통한 AWS Lambda에서 두 개의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간
단한 동기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ports.handler = (event, context, callback) => {
var result = event.value1 + event.value2;
callback(null, result);
};

파이썬 코드의 경우 다음과 같다.
def lambda_handler(event, context):
result = event['value1'] + event['value2']
return result

다음 장에서 전체 코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함수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위 함수에 대한 입력값으로 아래 JSON 문법으로 이벤트를 제공하면 결과가 30이 된다.

1.1 AWS Lambd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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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1": 10,
"value2": 20
}

여기서 잠깐!
입력하는 JSON 값은 따옴표 없이 숫자로 쓴다. 그렇지 않으면 Node.js와 파이썬 함수에서 사용되는 +가
의미가 바뀌어 두 문자열을 연결하게 된다.

물론 함수를 비동기적(asynchronously)으로 호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함수가 호출되어도 결과
는 즉시 반환되지 않는다(그림 1.3). 이 책에서는 ‘비동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AWS Lambda

API 참조 문서 및 AWS CLI와 같은 다른 소스에서는 이벤트 호출 유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람다 API 호출
이벤트

AWS Lambda

콘텍스트
이벤트 함수 호출

함수

그림 1.3 이벤트 호출 형태에 따라 비동기적으로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하고, 즉시 결과를 반환한다

람다 함수가 종료되면 AWS Lambda 서비스는 세션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서버와의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상태 비저장(stateless)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동작 방식을 고
려하여 람다 함수를 비동기적으로 호출하면(바로 값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원(예: 공유
리포지토리 파일,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등)의 상태를 접근 및 수정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

나 그림 1.4와 같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모바일 장치에 푸시 알림을 보내는 경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AWS Lambda 로깅 기능을 사용하여 Node.js에서 간단한 로깅 기능을 (비동기적으
로 호출하여)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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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text) {
console.log(event.message);
context.done();
};

람다 API 호출
이벤트

AWS Lambda

Context
Context
리소스

콘텍스트
함수 호출

AWS 관리 서비스

함수

AWS 비관리 서비스
결과
(옵션)

Context
Context
리소스

리소스란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될 수 있음

그림 1.4 람다 함수는 리소스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가 가능하며, 리소스에서 이메일 전송이나 모바일 푸시
알림(mobile push notification) 같은 다른 동작을 처리할 수 있다

파이썬의 경우 결과 로그를 남기기 위해 print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다.
def lambda_handler(event, context):
print(event['message'])
return

위의 코드에 대해 메시지를 로그로 남기기 위해 JSON 이벤트로 다음과 같이 함수에 입력을
전달할 수 있다.
{
"message": "This message is being logged!"
}

위의 두 가지 로깅 예제에서 우리는 AWS Lambda와 Amazon CloudWatch Logs를 통합해서
사용했다. 사실 람다 함수는 기본 출력 장치 없이(일반적으로 헤드리스(headless) 환경에서) 실행되
었고, 각 함수 런타임에서 AWS의 모든 로그 정보를 저장하는 CloudWatch 서비스에 로그를
전달하는 기본 기능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 CloudWatch 로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예: 저

1.1 AWS Lambd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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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간 선택 또는 기록 데이터에서 측정 항목 생성)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4부에서 로깅에 관한

더 많은 예제와 사용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비동기 호출은 함수가 Amazon S3(Simple Storage Service)와 같은 객체 저장소 또는 NoSQL 관리
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Amazon DynamoDB와 같은 다른 리소스에 의해 생성된 이벤트를
처리할 때 유용하다.
다른 AWS 자원에 의해 생성된 이벤트를 통해 함수를 실행할 경우, 선택한 이벤트가 생성되면
함수를 비동기적으로 호출하여 그 이벤트를 함수 입력값으로 전달한다(그림 1.5 참고).

AWS Lambda

AWS Lambda에서 관리

함수 1

Context
Context
리소스

AWS에서
생성
이벤트
(콘텍스트)

AWS Lambda
함수 2

AWS Lambda에서
관리하지 않음
리소스
직접 사용

예를 들어,
파일 업로드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등

Context
Context
리소스

함수 3
이벤트
(콘텍스트)

외부에서 생성

그림 1.5 각종 리소스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다른 함수에 의해 생성된 이벤트를 등록할 수 있다. AWS에서

관리하지 않는 리소스의 경우, 해당 리소스에 함수를 구독하는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새로운 고해상도 그림을 파일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경우, 새 파일 위치가 이벤트의 일부로 입력되면서 함수가 실행(triggering)된다. 이 함수는 그림
을 읽고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작은 섬네일 파일을 다시 파일 저장소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이제 AWS Lambda를 통해 높은 수준에서 작동 방식 및 함수로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해당
함수를 직접 호출하거나 다른 리소스로 생성된 이벤트를 통해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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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백엔드 함수 구성하기
우리가 모바일 개발자라고 상상해 보자. 새로운 앱을 개발한다고 할 때 최종 사용자(end user)
클라이언트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바일 앱에서 기능을 구현하겠지만, 많은 경우 모바일 앱 외부
에 로직 및 상태의 일부를 유지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모바일 뱅킹 앱에서 혼자서 금액을 이체할 수 없다. 모바일 앱 외부의 은행 업무 시스템
내부의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만 자금 이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멀티 플레이어 게임 앱에서는 플레이어가 현재 단계를 완료했다는 것을 서버에서 확인해
야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일반적인 패턴이며, 웹 애플리케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클라이언트 외부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야 한다.

• 데이터 공유: 여러 앱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정보 보안: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데이터에 접근 혹은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경우

• 접근 제어: 클라이언트에서 접근 가능한 컴퓨팅 자원 및 저장소 사용에 대한 통제
프론트엔드(front-end)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외부 로직을 애플리케이션 백엔
드(back-end)라 한다.

이러한 외부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모바일 앱에서 호출할 수 있는 웹 애
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서버에 배포하거나, 기존 웹 앱에 서버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께 결
과를 렌더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서버에 전체 백엔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배포하는
대신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 여러 개의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다. 이렇
게 동작하는 것이 바로 서버리스(Serverless) 백엔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안은 백엔드 로직을 구현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며, 항상 클라이
언트의 인증 및 권한 부여 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AWS Lamda는 AWS에서 제공하는 표
준 보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람다 함수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리소스를 제어한다. 예를
들어, 람다 함수가 공유된 특정 파일 경로만 읽거나, 특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만 쓰게 할
수 있다. 이는 AWS IAM(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서비스의 정책이나 역할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더 간단하게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보안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자체가 개발 프로세스 자체의 일부가 된다. 각 람다 함수에 대한 보안

1.2 백엔드 함수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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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특별히 조정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의 각 모듈(람다 함수)에 대한 최소 권한(least
privilege) 설정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뜻풀이!
최소 권한 설정(least privilege)이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설정
하도록 하는 보안 방법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 프로필을 읽어 웹 페이지에 게시하는 애플리케이
션이 있다면 읽기 이외의 쓰기 권한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 이상의 권한을 설정해 두었다면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해킹 공격이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보안 위협이 실제로 생기면 그 영향은 더 커
지고, 사용자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위험이 된다.

1.3 단일 백엔드 구성하기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 로직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
해 전통적인 웹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많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지는 아직 살펴보아야 한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백엔드 로직
사용자

백엔드
데이터

그림 1.6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백엔드에는 약간의 로직과 데이터가

있다

이를 위해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흐름과 상호작용을 살펴보자(그림
1.6 참고). 먼저,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백엔드와 상호 연결한다. 이러한 백엔드에는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관리 기능이 있다.
사용자는 백엔드가 지원하려는 인터페이스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웹
브라우저, 모바일 앱 그리고 서드 파티 개발자를 위해 공개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
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이다. API와 같이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최근 많은 곳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서비스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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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웹 브라우저의 경우 보통의 다른 장치보다 더 많은 인터페이스를 기대한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예: 동적으로 생성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멀티미디어 파일) 및 애플리케이션 백엔
드 로직(API를 통해 노출)이 함께 필요하다(그림 1.7).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웹 브라우저

모바일 앱
백엔드 로직

백엔드
데이터

IoT 기기

기타 서비스

그림 1.7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른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와 다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웹 브라우저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미 구현된 이후에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API를 만들기 위해서는 웹 페이지 렌더링에서 기능만 분리하는 리팩토링
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쉬운 작업은 아니다. 리팩토링을 끝낸 후, 웹 콘텐츠를 제공
하는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 등 두 가지 백엔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다. 하나는 웹 콘텐츠
를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용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기(예: 웨어러블, 홈 오토메이션 및 인터넷
용 기기) 및 API를 사용하는 모바일 앱용이다. 이러한 두 개의 백엔드 플랫폼을 위해 코드를 잘

설계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공유하더라도, 개발자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마다 두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개발 자원을 낭비하
게 된다.
백엔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구조화되지 않은 콘텐츠(예: 정적 파일)로 분할하면 전체 아키
텍처를 단순화할 수 있다.
1. 클라이언트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독립형 자원이 되도록 (안전한) 웹 인터페이스를 파일

저장소에 추가한다.
2.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로직의 일부를 웹 브라우

저로 이동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로직과 동등하게 만든다.

1.3 단일 백엔드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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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측면에서 볼 때 자바 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구현 기능, 보안 및 백엔드와
의 상호작용(고객의 실제 사례)과 관련하여 모바일 앱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그림 1.8).
백엔드 로직을 살펴보면 모든 클라이언트를 위한 단일 아키텍처와 모든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동일한 상호작용 및 데이터 흐름을 갖게 된다. 클라이언트의 실제 구현상에 백엔드를
추상화하여 정의하고, 모든 최종 사용자를 위해 정의한 표준 API 호출을 사용하여 일반 클라
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웹 브라우저

파일
모바일 앱
백엔드 로직

IoT 기기

기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API 호출

그림 1.8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모든 클라이언트에 API만 제공함으로써

백엔드 아키텍처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이는 지원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프론트엔드 구현을 백엔드 아
키텍처(그림 1.9)에서 분리하는 중요한 단계다. 또한, 나중에 백엔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종류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예: 웨어러블 장치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다.
아키텍처를 분리해서 다시 살펴보면 각 API 호출이 입력 매개변수를 통해 백엔드에서 무언가
를 수행하여 결과를 반환한다. 각 API 호출은 AWS Lambda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백
엔드 기반 함수(function exposed by the back end)다.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면 모든 백엔드

API를 AWS Lambda가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AWS Lambda가 지원하는 서버리스(serverless) 백엔드 하나를 통해 모든 애플
리케이션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API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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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CSS, 자바스크립트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파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로직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웹 브라우저, 모바일,
IoT 기기 등 어떤 종류의
서비스도 가능

데이터베이스

API 호출

그림 1.9 클라이언트가 API를 호출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사용자 기기와 상관없이 API 호출 백엔드

구현을 분리할 수 있다

1.4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지금까지 AWS Lambda의 기능을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 API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맞춤 이벤트(Custom event)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
나 파일을 저장소로 업로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와 같이 다른
리소스에서 생성되는 이벤트를 함수에서 직접 구독(subscription)할 수 있다.
구독 기능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직접 요청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리소스 변경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백엔드의 내부 동작을 변경할 수 있다. 리소스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중앙집중식 워크플로(workflow)를 구현하는 대신 관련 리소스
간의 관계로 각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떤 파일이 저장소에 추가되면 그 파일에서
추출된 새로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할 수 있다.

참고하세요!
이러한 접근법은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향후 개발 방식을 단순화한다. 이는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s)

아키텍처가 가져오는 이점 중 하나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상향식 구성을 통해 하향식 오케스
트레이션(orchestration)보다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다.

1.4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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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백엔드는 더 이상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 모범 사례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리상 까다로운 여러 리소
스에서 오는 동기식 트랜잭션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각 함수를 이벤트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뜻풀이!
데이터 일관성(eventual consistency)이란, 궁극적으로 백엔드가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에서 항상 데이터 상
태가 동기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상태로 바뀐다는 뜻이다.

내부 및 외부 이벤트에만 대응하여 리소스 처리 및 조정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벤트 기반 애플
리케이션(event–driven application)이라고 한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 살펴보자.

만약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즉 웹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모든 사용
자 또는 친구와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진 공유 사이트를 만든다고 하자. 그렇게 하려면
두 개의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하다.

• 멀티미디어 콘텐츠(그림)를 위한 파일 저장소
• 사용자 프로필(사용자 테이블), 사용자 간의 관계(관계 테이블) 및 콘텐츠 메타데이터(콘텐츠
테이블)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러한 저장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사용자가 신규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진)를 업로드하고, 각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한
다(메타데이터는 사진을 찍은 날짜, 위치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말한다).

•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사용자가 공유한 특정 콘텐츠(그림)를 가져올 수 있다.
• 특정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모든 공개 콘텐츠와 친구가 해당 사용자와 공유한 콘텐츠)의
목록을 불러온다.

•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친구에게만 공개되도록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에 원하면 전체 공개로 변경할 수 있다.

•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섬네일 이미지와 함께 클라이언트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작성자,
날짜, 위치 및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애플리케이션은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지만, 이 책에서는 구현해 볼 수 있는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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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만 고려해 보자. 앞으로 8장에서 보다 복잡한 미디어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예정
이다.
콘텐츠가 너무 빨리 변하므로 각 사용자가 콘텐츠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사전 계산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최종 사용자는 최신 콘텐츠를 더 자주 보게 되고, 따라서 결과도 빨리 보고
싶어한다. 최신 콘텐츠에 대해 미리 목록(index)을 만들어 사용하면 사용자의 렌더링 속도를 빠
르게 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백엔드에서 사용하는 컴퓨팅 자원을 줄일 수 있다. 사용자가
미리 만들어진 목록 색인 범위를 벗어난 이전 콘텐츠로 돌아갈 때는 동적으로 목록을 만들어
야 할 수 있지만, 그 빈도는 매우 낮다. 콘텐츠 목록(파일 또는 메타데이터)은 사용자 간의 공유
정도에 따른 관계 정도가 바뀔 때마다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이 관계의 강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AWS Lambda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
업로드

리소스

파일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집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콘텐츠
인덱스 수집

콘텐츠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콘텐츠
메타데이터
수집

데이터베이스

그림 1.10 AWS Lambda 함수로 구현된 샘플 미디어 공유 애플리케이션. 기본 백엔드 기능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의 기능과 각 저장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림 1.10과 같이 각 기능에 대해 하나의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1.4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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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내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기본적인 백엔드 기능이 빠져 있다.

• 사용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업로드할 경우 처리 방법
• 사용자가 메타데이터를 변경할 경우 색인 처리 방법
• 사진을 미리보기로 만들어 최종 사용자에게 표시할 방법
위의 새로운 백엔드 기능은 백엔드 저장소(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
하는지에 따라 구현할 기능이 다르다. 이러한 신규 기능을 저장소에서 오는 이벤트를 통해 추
가적인 함수를 만들어 구현할 수 있다.

• 사진 파일이 추가 또는 업데이트된 경우 새로운 섬네일을 만들어 다시 파일 저장소에 추
가한다.

• 사진 파일이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되면 새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변경
한다.

• 데이터베이스(사용자 및 사용자 관계 정의 테이블)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각종 인덱스를 다시
작성하여 사용자가 보는 내용을 변경한다.
AWS Lambda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
업로드

섬네일 생성

리소스

파일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섬네일 수집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인덱스 수집

사용자

이벤트: 파일
생성 및
업데이트
콘텐츠 인덱스
업데이트

콘텐츠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콘텐츠
메타데이터 수집

이벤트:
메타데이터
생성 및
업데이트

메타데이터 추출
및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그림 1.11 AWS Lambda 함수로 구현된 파일 공유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백엔드 리소스 이벤트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샘플 미디어 공유 애플리케이션

20

CHAPTER 1 클라우드 기반 함수 실행하기

이러한 기능을 AWS Lambda 함수로 각각 구현하고 관련 이벤트에 등록하면,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필요한 작업을 중앙집중식 워크플로에 적용하지 않고도 저장소에서 관련 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샘플 아키텍처가 바로 그림 1.11의 이벤트에 등록한 함수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이벤트에 반응하는 함수를 살펴보자. 이들 함수는 데이터베
이스가 최종 사용자에 의해 직접 변경되거나(메타데이터에서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다른
함수에 의해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신규 사진을 업로드했을 경우, 새로운 메타데이터 가져오기) 활성
화한다.
두 가지 케이스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모두 동일한 이벤트 기반으로 관리되며, 리소스
간 관계와 무엇인가 변경될 때 해야 할 행동을 알려 준다.
이러한 미디어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이들 람다 함수 중 일부는 백엔드 리소스에 대
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파일 공유에 직접 신규 메타데이터와
함께 업데이트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작성하여 콘텐츠 메타데
이터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리소스 변경에 따라 람다 함수는 필요한 백엔드 로직을
구현한다.
이것은 이벤트 중심으로 구동되는 미디어 공유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 작동하는 예제
들이다. 람다 함수를 이벤트에 등록하면 동작 관계에 따라 자동적이고 연쇄적으로 실행한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새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파일 저장소에서 생성된 이벤트에 의해 첫
번째 함수가 호출되어 데이터베이스상의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모든 사용자의 콘텐츠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두 번째 함수를 호출하는 새 이벤트가 발생
하고, 연결된 람다 함수를 실행한다.

참고하세요!
어떤 면에서 앞서 설명한 이벤트 기반 동작 방식은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와 비슷하다. 스프레드시트에
서는 하나의 셀을 업데이트하면 모든 종속 셀(합계, 평균, 더 복잡한 함수)을 자동으로 다시 계산한다. 스프레
드시트는 이벤트 중심 애플리케이션의 좋은 예제다. 이에 대해서는 책의 뒷부분에서 볼 수 있는 반응형 프
로그래밍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제 사용자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와 같은 샘플 미디어 공유 애플리케이션 추가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자. 또한, 사용자 간 관계를 바꾸기(친구 추가나 삭제)와 관련 기능을 처리하기 이전 다
1.4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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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그램에 필요한 함수 추가, 이벤트에 의해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흐름을 갖추기 위해 관련
리소스를 백엔드에 추가하되, 모든 워크플로 로직을 람다 함수에 넣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람다 함수에서 Amazon SNS(Simple Notification Service)와 같은 모바일 푸시 알림 서
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면, 새로운 이벤트를 통한 콘텐츠나 업데이트 사항을 최종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별도 함수로 만들 필요가 없다. 각종 컴퓨팅 자원, 이벤트 및 함수 측면
에서 그림 1.11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1.5 클라이언트에서 함수 호출하기
앞에서는 직접 호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기술적으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AWS Lambda 함수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각 함수를 동기 또는 비동기적으로 호출할 수 있으며, 특정 AWS Lambda

API를 통해 Invoke API(그림 1.12)를 설계할 수 있다.

AWS Lambda
함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AWS Lambda
Invoke API

그림 1.12 Invoke API를 통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AWS Lambda 함수 호출 과정

Invoke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AWS의 표준 보안 검사를 적용하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
션에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올바른 권한이 필요하다. 다른 AWS API와 마찬가지로 인증을 위
해 AWS가 요구하는 별도로 발급받은 인증키가 필요하며, 해당 인증을 기반으로 인증키가 특
정 리소스에서 해당 API 호출을 실행할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잠깐!
AWS Lambda에서 사용하는 보안 모델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지금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에 인증키를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이나 자바스크립트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은 해커가 소스 코드 역공학을 하여 인증키를 탈취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백엔드가 있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인증하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
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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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mbda뿐만 아니라 다른 AWS API의 경우, Amazon Cognito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Amazon Cognito는 클라이언트가 외부 소셜 로그인
(Twitter, Facebook 또는 Amazon)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시 AWS 인증키

를 얻어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권한이 있는 람다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그림 1.13 참고).
일시적 AWS
인증 획득

Amazon
Cognito

AWS
Lambda 함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AWS Lambda
Invoke API

그림 1.13 Amazon Cognito를 사용하여 AWS Lambda 함수 호출에 대한 인증 및 허가 과정

참고하세요!
Amazon Cognito는 AWS ID, 접근 관리(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WS 보안 토큰 서비스(STS,

Security Token Service)와 같은 다른 AWS 서비스에 대한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 1.12에서는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하게 인증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이가 외부 사용자용 애플리케이션이 HTTP URL을 통해 접근한다면 AWS Lambda
의 Invoke API를 활용하여 웹 기반 AP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책 판매 온라인 서점용 웹 API를 구현한다면 책 목록을 나열하거나 특정 책에 대
한 추가 정보를 얻거나 구매할 책을 장바구니에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는 기능이 있을 것
이다. Amazon API Gateway에서 HTTP 기반 메서드(GET, POST, PUT, DELETE 등)를 통한 특
정 리소스(온라인 서점 또는 특정 책의 URL)에 대한 접근은 람다 함수 호출과 매핑할 수 있다. 이
에 대한 예제는 표 1.1을 참고하면 된다.
표 1.1 온라인 서점 샘플 API 목록

리소스

+

HTTP 호출 방식

→

메서드(함수)

/books

+

GET

→

GetAllBooksByRange

/books

+

POST

→

CreateNewBook

/books/{id}

+

GET

→

GetBookById

/books/{id}

+

PUT

→

CreateOrUpdateBookById

/books/{id}

+

DELETE

→

DeleteBookById

1.5 클라이언트에서 함수 호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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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의 예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books 리소스에서 HTTP GET을 실행하는 경우 지정 범위에 따라 책 목록을 반환하는
람다 함수(GetAllBooksByRange)를 실행한다.

• 같은 URL에서 HTTP POST를 실행하면 CreateNewBook 함수를 사용하여 신규 책을
추가하고 그 결과로 책의 ID를 보여 준다.

• /books/ID에 HTTP GET을 실행하면 특정 ID로 책에 대한 설명(REST 아키텍처 스타일에
따른 표현)을 제공하는 함수(GetBookById)를 통해 상세 정보를 보여 준다.

• 다른 데이터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참고하세요!
모든 리소스 및 HTTP 메서드 조합에 대해 여러 람다 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다. 단일 함수에 별도의 입력

매개변수를 통해 리소스 및 메서드를 전달할 수 있으며, 함수에서 GET 또는 POST에 의해 실행 여부를 통
해 처리할 수도 있다. 람다 함수를 기능에 따라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드는 것은 선택 사항으로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습관에 좌우한다.

일시적 AWS
인증 획득

Amazon
Cognito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Amazon API
Gateway

AWS Lambda
함수

웹 API 모델링, 캐싱,
로그 및 콘텐츠 배포 등

그림 1.14 Amazon API Gateway를 사용하여 웹 API로 함수 호출 과정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Amazon API
Gateway

AWS Lambda
함수

사용자

웹 API 모델링,
캐싱, 로그 및
콘텐츠 배포 등

그림 1.15 Amazon API Gateway를 사용하여 AWS Lambda 백엔드를 통한 공개 API 서비스 제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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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API Gateway는 백엔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결괏값에 대한 캐싱, 피크 타임에 백
엔드 오버로드를 피하기 위해 스로틀링 기능, 개발자 키 관리, 다중 플랫폼에 맞는 웹 API용

SDK 자동 생성 등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기능을 살펴볼 예정
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WS Lambda를 Amazon API Gateway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외부 클
라이언트가 직접 실행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안에 뛰어나다는 점이다. Amazon

API Gateway를 통해 공개한 웹 API라고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AWS 인증키나 (필요시)
Amazon Cognito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및 권한 부여를 관리할 수 있다(그림
1.14 참고).

Amazon API Gateway를 통해 일부 웹 API 접근을 공개할 수도 있다. 공개 접근 방식을 사
용하면 해당 웹 API에 접근하는 데 인증키가 필요하지 않다. API를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
는 HTTP 메서드 중 하나가 GET이라면 웹 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할 때 사용되는 기본값이
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을 사용하여 URL이 동적으로 제공되는 공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그림 1.15 참고).

실제로 HTTP GET 메서드를 통해 공개한 웹 API는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웹 페이지와 같
은 HTML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유형을 반환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동적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AWS Lambda와 Amazon API Gateway를 함께 사용하는 예를 보려면
3
https://serverless.com/에서 서버리스(serverless) 프레임워크를 참고하면 된다.

요약
이번 장에서는 앞으로 자세히 다룰 핵심 주제를 간략히 소개했다.

• AWS Lambda 함수에 대한 개요
• 람다 함수를 통한 백엔드 구현하기

3

역주

이 책의 13장과 부록에는 다양한 오픈 소스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와 예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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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브라우저 및 모바일 앱에 대해 단일 백엔드 구현
•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작동 방식
• 클라이언트에서 인증 및 권한 관리
• Amazon API Gateway나 람다 함수 직접 사용하기
다음 장부터 이러한 내용에 기반을 둔 첫 번째 함수를 만들어 보자.

26

CHAPTER 1 클라우드 기반 함수 실행하기

2
CHAP TER

첫 람다 함수 만들기

이 장에서 살펴볼 내용
■ AWS Lambda 함수 만들어 보기
■ 람다 함수의 구성과 설정 이해하기
■ 웹 콘솔로 람다 함수 테스트해 보기
■ AWS-CLI를 통해 함수 호출하기

이전 장에서 AWS Lambda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았고, 어떻게 동기화 방식(응답 결
과 반환) 혹은 비동기화 방식(함수 이벤트 구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또한, 이벤트 기

반 애플리케이션에서 함수 집합이 어떻게 외부(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혹은 내부(데이터 간의
관계)에서 작동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클라우드 함수를 직접 만들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람다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WS Lambda 인터페이스는 웹 서버, 웹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
에서 AWS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또는 AWS SDK를 이용하면 람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2.1 새로운 함수 만들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책과 마찬가지로 먼저 ‘Hello World’ 예제를 만들어 보자. 하지만 AWS

Lambda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 실행되거나 선택적으로 입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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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방식으로 호출되었을 시에만 실행된다. 따라서 조금 복잡한 방식으로 시작해 보려 한
다. 어떤 이벤트에서 ‘greet’ 옆에 위치한 이름을 찾아 ‘Hello <name>!’을 출력하고, 이름이 없으
면 ‘Hello World!’를 출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이 책에 있는 예제들을 따라 해보기 위해서는 AWS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새로운 AWS 계정을 생성하면

프리 티어(Free Tier)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모든 예제를 무료로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사
항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자.

http://aws.amazon.com/free/

새로운 람다 함수를 만들기 전에 샘플 람다 함수(블루프린트(blueprint))를 통해 Amazon Alexa,

Twilio와 Algorithmia(그림 2.1) 등 다른 AWS 서비스와 쉽게 연동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 작성
(Author from scratch)’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샘플 설정 및
이벤트 소스와
람다 함수 코드

그림 2.1 AWS Lambda 콘솔에서는 다양한 샘플 함수를 통해 샘플 소스 코드를 포함한 람다 함수를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제 람다 함수를 만들 수 있다(그림 2.2). 함수의 이름은 greetingsOnDemand으로 하고, 원
하는 런타임(Runtime)을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Node.js 6.10을 선택한다. 역할은 본 함수의 실
행 권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처음 함수를 생성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역할 생성(Create a custom
role)을 선택한다. 이때 자동으로 팝업 화면이 뜨면 lambda_basic_execution이라는 역할을 새

로 생성(Allow)한 후 되돌아온다(함수 권한 및 역할에 대해 추후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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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함수 이름과 실행할 런타임 엔진 및 권한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람다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함수 생성 후 실행할 소스 코드를 편집할 수 있다. 먼저 탭에서 람다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를 선택할 수 있다(그림 2.3). 트리거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각 AWS 서비스
지점으로 개별 서비스 이벤트에 따라 함수를 실행시킨다. 트리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서

소스 코드 콘솔 대신 zip 파일로
패키지 생성 및 업로드 가능

함수
소스 코드

함수 실행 시
런타임

그림 2.3 람다 함수명, 소개 및 런타임 및 소스 코드 등의 설정 화면

2.1 새로운함수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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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들이 있으며, 그중 몇 가지는 이 책에서 다뤄 볼 예정이다.
예를 들면, Amazon API Gateway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웹 API가 람다 함수 혹은

AWS IoT를 호출하여 AWS IoT 플랫폼의 서버리스 백엔드를 구성할 수 있으며, AWS와 디바
이스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

참고하세요!
현재 AWS Lambda는 함수의 이름에 대해서 공식적인 규칙이 없다. 함수의 이름은 모두 소문자로 이뤄질
수 있고, 대시 혹은 띄어쓰기로도 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lowerCamelCase와 같이 모든 문자를 붙이고,
첫 문자는 소문자로 시작하며, 새로운 단어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사용할 예정이다.

구성 탭에 돌아와 AWS Lambda 웹 콘솔을 사용하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함수에 코드를
넣을 수 있다(그림 2.3).

•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코드 편집
• 로컬 환경에서 zip 파일 업로드
• Amazon S3에서 zip 파일 업로드
zip 파일 내의 코드와 의존성을 가진 맞춤형 라이브러리 혹은 모듈을 포함시킬 수 있다. 파트
3에서는 Amazon S3를 통해 함수를 업로드하여 람다 함수에 대한 자동 배포와 지속적인 통합
(Continuous Integration)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람다 함수 언어로는 Node.js 4.3 및 6.10, Python 2.7 및 3.6, Java 8, C# 등을 사용할 수 있다.

Node.JS 및 Python에 대한 예제 모두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1
자바 언어 사용하기
Java 8 예제는 이 책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Java 코드는 웹 콘솔에서 편집이 불가능하며 컴파일, 패키지,

업로드 등 복잡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Java 코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AWS Toolkit for
Eclipse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aws.amazon.com/eclip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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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람다 함수 지원 프로그래밍 언어와 버전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최신 AWS Lambda 런타임 환경에 대한 자세한 것은
http://docs.aws.amazon.com/ko_kr/lambda/latest/dg/current-supported-versions.html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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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함수 작성하기
‘코드 인라인 편집(Edit code inline)’ 옵션을 그대로 두고, 다음에 제공된 코드를 선택한 언어에
맞게 온라인 에디터에 입력한다(Node.js는 그림 2.1/Python은 그림 2.2 참고).
리스트 2.1 greetingsOnDemand (Node.js) 함수

console.log('Loading function');

초기화

exports.handler = (event, context, callback) => {
함수 선언: 입력 이벤트는
console.log('Received event:',
자바스크립트 객체임
JSON.stringify(event, null, 2));
console.log('name =', event.name);
var name = '';
if ('name' in event) {
name = event['name'];
} else {
name = 'World';
}
var greetings = 'Hello ' + name + '!';
Amazon CloudWatch 로그
console.log(greetings);
callback(null, greetings);
함수 종류 및 결과 반환
};

리스트 2.2 greetingsOnDemand (Python) 함수

import json
print('Loading function')

초기화: Python에서는
json 모듈 필요

def lambda_handler(event, context):
함수 선언: 입력 이벤트는
print('Received event: ' +
파이썬 빌트인 타입(dict)임
json.dumps(event, indent=2))
if 'name' in event:
name = event['name']
else:
name = 'World'
Amazon
greetings = 'Hello ' + name + '!'
CloudWatch 로그
print(greetings)
return greetings
함수 종류 및 결과 반환

전체적인 코드의 구성과 실행 흐름은 두 런타임에서 모두 비슷하다.

• 코드는 함수 앞에 있는 초기화 단계로 시작한다. AWS Lambda는 함수의 여러 호출에
대해 동일한 컨테이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컨테이너는 함수가 처음 호출될 때만 실행하
며,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초기화가 실행되지는 않는다. 초기화 단계에서는 한 번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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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야 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캐시 초기화,
함수에 필요한 데이터 로드 등이 있다.

• AWS Lambda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헤드리스 환경에서 함수를 실행한다. 이러한 이유
로 모든 런타임은 실행 후 Amazon CloudWatch Logs에 모두 로그가 쌓인다. Amazon

CloudWatch는 애플리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대한 통계
치, 알람 및 로그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로깅 서비스다. Node.js의
경우 console.log()에 작성한 모든 항목이 CloudWatch Logs로 이동한다. 파이썬의 경우
코드가 출력하는 모든 것이 CloudWatch Logs로 이동한다.

• 초기화 후에 함수는 각 런타임에 맞는 이벤트와 콘텍스트를 입력으로 받는다. 예를 들
면, Node.js의 자바스크립트 객체 또는 파이썬 기반 딕셔너리(dictionary) 등이 있다. 이
함수는 모든 호출에 대해 실행되며, 다음 단계에서 구성하게 된다.

• 람다 함수의 비즈니스 로직은 간단하다. 입력 이벤트에 ‘name’ 키가 있으면 그 이름을
사용하여 ‘Hello! 이름’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Hello World!’가 출력된다.

• 결괏값은 로그로 남게 되며 함수 실행 후 출력한다.
• Node.js에서는 표준 Node.js 프로그래밍 모델에 익숙한 방식으로 callback을 사용하여
함수를 종료한다. 이 경우 callback(null, data)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인사말
을 반환한다. callback의 첫 번째 매개변수가 null이 아니면 오류로 함수를 종료한다(예:
callback(error)).

• 파이썬에서는 함수의 반환이 성공적이면 정상 종료되며, 실패하면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입력 context에는 람다 함수 구성 및 실행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가 포
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행 시간 제한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자
세한 내용은 다음 절 참고).

2.3 다른 설정 지정하기
웹 콘솔에 소스 코드를 붙여 넣은 후 AWS Lambda에서 코드 내의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하
는지 지정해야 한다. 이는 코드 다음의 핸들러(Handler) 필드를 통해 할 수 있다. zip 파일 업
로드를 이용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파일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핸들러 필드에 다음 규칙에
맞추어 값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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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ame without extension>.<function name>

예를 들어, Node.js의 index.js 파일의 handler 함수 기본값은 index.handler다. 파이썬에
서 lambda_function.py 파일의 lambda_handler 함수에 대한 기본값은 lambda_function.

lambda_handler다. 웹 콘솔에 코드를 붙여 넣으면 Index(Node.js용)와 lambda _function(파이썬
용)이 기본 파일 이름이고, 핸들러 필드는 이전 코드에서 사용한 함수의 기본 이름을 사용하도

록 이미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Node.js를 사용할 때는 핸들러에서 사용하는
함수를 내보내기(export)해야 하는 점이다.
소스 코드에서 다른 함수 이름을 사용하려면 핸들러에서 이름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그림 2.4).
여러 함수를 가진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zip 파일을 업로드하여 여러 파일을 가질 수 있지만,
핸들러에서 지정한 함수만 AWS Lambda에서 호출한다. 지정되지 않은 함수는 코드 내부적으
로만 사용할 수 있다.

최대 메모리양

함수 자동 종료를 위한
최대 실행 시간

IAM 역할 및 권한
설정

AWS 내부 사설 트워크(VPC)
안의 리소스를 접근할 시 설정

그림 2.4 소스 코드를 작성한 후에는 AWS Lambda가 호출해야 하는 소스 내 함수, 권한을 얻기 위한 AWS IAM
역할, 할당 메모리양 및 타임아웃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Amazon VPC를 지정하여 VPC

내부의 리소스(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AWS Lambda는 개발 환경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다. AWS Lambda가 실행하
는 모든 작업에는 수행해야 할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는 AWS IAM(Identity

2.3 다른설정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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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해 IAM ‘역할(role)’ 및 ‘정책(policy)’을 사용하여 관리하게 되며,

이는 4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람다 함수가 실행될 때는 설정된 IAM 역할을 임시로
가지게 된다. 그리고 IAM 역할은 하나 이상의 IAM 정책을 가질 수 있다. IAM 역할은 하나 이상
의 IAM 정책을 가질 수 있다. IAM 정책은 행동, 리소스 및 조건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한
다. IAM 역할을 임시로 가진 함수는 역할에 첨부된 정책에 따라 함수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기본 예제에서 함수는 오직 Amazon CloudWatch Logs와 상호작용한다. 이는 기본 동작이
므로 ‘basic execution role’을 선택하면 된다. 다른 경우에는 역할 메뉴(Role menu)를 이용하여
새로운 역할을 만든다.
1. Create new role from template 역할을 선택한다.
2. Role name에 myBasicExecution 역할을 넣는다.
3. Policy template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필드는 빈칸으로 둔다.

위와 같이 함수의 역할을 지정할 때 기존에 생성한 역할을 선택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같은
설정의 역할을 계속 만들 필요가 없으니 가능하면 재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잠깐!
여기에선 정책 템플릿(policy template)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처음 람다 함수가 외부 리소스에 대
해 접근할 때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의 다른 심화 예제에서는 특정 리소스에 대해

읽기 또는 쓰기 권한을 가진 IAM 역할을 만들 것이다. 이때 생성하는 역할은 특정 리소스에 대한 역할이기
에 재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람다 함수에 대해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설정을 해야 한다.

• 첫째, 사용할 메모리양을 결정한다. 이 설정은 CPU 성능과 함수 실행 비용에 영향을 미친
다. 그러므로 필요한 최소 메모리(및 CPU)를 사용해야 한다. 이 예제에서는 단순한 기능
을 사용하므로 128MB로도 충분하다. 짧은 실행 시간을 원한다면 더 많은 CPU 성능을
갖기 위해 메모리를 올릴 수 있다.

• 둘째, 람다 함수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설정은 실행 시간이 길어지
는 것을 방지하며, 예상되지 않은 비용이 나오는 것을 막아 준다. 이 예제에서는 3초면
충분하다. 이 값은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을 때에는 발생할 수 없는 값을 사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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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 함수를 테스트할 때 볼 수 있듯이 로그에서 메모리 사용 및 실행 시간을 모니터
링할 수 있다.
마지막 설정에서는 다른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른 리소스가 위치한 논리적으로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인 Amazon VPC(Virtual Private Cloud)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VPC 내 하
나 이상의 Amazon EC2 가상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NoSQL 데이터베이스, 혹은 Amazon RDS
에서 관리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자. 올바른 VPC가 구성되어 있으면 사설 네
트워킹을 통해 람다 함수가 해당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제에서 VPC의 리소
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기본값인 ‘VPC 없음(NO VPC)’을 그대로 둔다.

2.4 함수 테스트하기
이제 함수가 작성되었으므로 웹 콘솔에서 직접 테스트할 수 있다. 콘솔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테스트 단추를 클릭한다. 이제 콘솔의 모든 테스트 호출에 사용될 테스트 이벤트(그림 2.5)를
준비해야 한다. 람다 함수를 호출할 때 이벤트는 실제 런타임에서 이벤트가 수신될 때 네이티
브 객체 또는 유형으로 변환되는 JSON 문법을 사용하여 표현된다(예: Node.js의 자바스크립트 객
체 또는 파이썬의 딕셔너리).

테스트를 위한
JSON 표현식

함수 테스트를 위한
이벤트 템플릿 명

그림 2.5 웹 콘솔에서 빠르게 함수 실행 검증을 위한 JSON 문법을 통한 테스트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다

드롭다운(drop-down) 메뉴에는 함수가 Amazon S3 또는 Amazon DynamoDB를 구독할 때 발
생하여 수신할 수 있는 몇 가지 샘플 이벤트가 있다. 하지만 이 예제의 함수는 커스텀 이벤트
포맷을 사용하므로 표준 샘플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기존 이벤트를 편집하여 함

2.4 함수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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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요구하는 name을 지정해야 한다.
{
}

"name": "John"

‘John’을 독자의 이름으로 대체해도 된다. 맨 아래에 있는 ‘생성(Create)’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제공한 테스트가 만들어진다. 생성한 테스트를 실행하면 함수가 호출된다. 실행 결과는 바로
표시된다(그림 2.6, 세부 정보를 클릭하면 내역을 볼 수 있다). 실행 결과로 결괏값 및 로그가 표시되
며, 실행 요약 사항, 즉 실제 실행 시간, 청구된 시간(100ms 단위로 반올림 됨), 메모리 사용률(설
정한 128MB 중)도 표시한다. 위 정보는 로그 출력에도 표시된다.

함수 실행 결과
표시

함수 실행 통계치
표시(예: 실행
시간, 과금 시간,
메모리 사용량 등)

함수 실행 로그 결과 및
관련 통계치 표시

그림 2.6 웹 콘솔에서 실행 결과 및 로그와 통계치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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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잘 진행되면 실행 결과에서 ‘Hello John!’(또는 변경한 사용자 이름)을 볼 수 있다. 이제
첫 번째 기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주의하세요!
만약 오류가 발생했다면 모든 코드를 붙여 넣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런타임의 마지막 줄은(Node.js의 경우
callback(), 파이썬의 경우 return) 매우 중요하다.

람다 함수를 여러 번 실행해 본다. 첫 번째 실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다음 실행부터
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실제 환경에서는 여러 번 호출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람다 함수를 자주 실행하지 않는다면 AWS가 실행 환경을 해제 할 수 있어 다음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

다. 고객을 위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짧은 실행 시간이 필요한 경우 ‘영향

을 주지 않는’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예정된 실행(예: 5 분마다)을 수행하여 실행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name이 제공되지 않을 때 기본 동작을 테스트하려면 테스트 이벤트를 변경해야 한다. Action
메뉴에서 ‘Configure test event’를 선택하고, JSON 페이로드에서 ‘name’ 키를 제거하여 이벤트
가 비어 있게 한다.
{}

빈 이벤트를 저장하고 테스트한다. 페이지 하단의 결과를 검토하면, 이벤트에 ‘name’이 전달
되지 않으면 함수 논리(체크리스트 2.1 및 2.2)가 ‘name’을 ‘World’로 바꾼다. 이제 실행 결과에
‘Hello World!’가 표시된다. 축하한다! 프로그래밍 서적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수 ‘Hello World’
예제를 실행하였다.

2.5 Lambda API로 함수 실행하기
이제 웹 콘솔에서 람다 함수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했다. 하지만 웹 인터페이스 외부에서 요구
에 따라 람다 함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상 모든 함수는 AWS Lambda Invoke API 호출
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AWS 명령줄 인터페이스(CLI)를 사용할 수 있다.

2.5 Lambda API로 함수 실행하기

37

AWS CLI 설치 및 설정
AWS CLI를 설치하기 위해서 윈도우, 맥, 리눅스 AWS CLI 사용법이 있는 AWS 웹사이트인 https://aws.
amazon.com/cli를 방문하면 된다.

‘Getting Started’ 링크를 클릭하여 문서의 내용에 따라 CLI에서 사용할 AWS IAM 사용자를 생성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의 정책들을 사용자(user)에게 주어 이 책의 예제들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
AWSLambdaFullAccess

AmazonAPIGatewayAdministrator
AmazonCognitoPowerUser

aws configure 명령어를 통해 CLI를 설정할 때, AWS 리전을 명시하여 기본 리전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

서 설정하지 않은 경우 --region <리전명> 명령어를 명령 끝마다 붙여야 한다.

또한,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AWS CLI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설정되었는지 aws lambda list-functions 명령어를 통해 AWS
Lambda 함수들을 리스팅해 보는 것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메모리 크기, 타임아웃, 실행 권한 등 설정

등).

기본값으로 CLI의 결괏값은 JSON 포맷으로 표시된다. 초기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 output
옵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작성한 함수를 호출하려면 명령줄에서 다음 문법을 사용한다(JSON 이벤트는 작은 따옴표로 묶는다).
aws lambda invoke --function-name <function name> --payload '<JSON event>'
<local output file>

주의하세요!
만약 윈도우 CLI를 사용하여 AWS Lambda invoke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 작은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

를 두 번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payload �<JSON event>�는 --payload �����name��:��John����로
변경된다.

함수의 결괏값은 로컬 파일에 쓰여진다. 예를 들면, John에게 인사하려면 다음 명령이 필요하다.
aws lambda invoke --function-name greetingsOnDemand --payload
'{"name":"John"}' output.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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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세요!
만약 AWS Lambda를 사용할 리전을 AWS CLI 설정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오류가 날 것이다. --region <
리전명> 옵션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이름을 주지 않고 ‘Hello World!’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명령어를 사용한다.
aws lambda invoke --function-name greetingsOnDemand-py --payload '{}' output.txt

람다 함수의 결괏값들은 함수 실행 후 output.txt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파일은 함수가
실행된 디렉터리와 같은 디렉터리에 있다. 다른 디렉터리에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예를 들면, /tmp/output.txt 혹은 C:/Temp/output.txt).

여기서 잠깐!
AWS CLI를 사용할 때마다 이 파일은 덮어 쓰여진다. 다른 파일명을 사용하여 전의 실행 결과를 보존할 수

있다.

AWS CLI에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장 도움말 시스템이
있다. 도움말을 보려면 명령줄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aws lambda invoke help

첫 번째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CLI를 사용하여 AWS Lambda Invoke API를 통해 함수를
직접 호출할 수 있다(그림 2.7).

AWS Lambda
함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AWS Lambda
Invoke API

그림 2.7 AWS CLI를 통해 Invoke API를 사용하여 람다 함수 호출 과정

지금까지 AWS CLI를 사용하여 람다 함수를 호출하고 실행했다. 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함수 호출을 포함시키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AWS SDK를 통해 유사한 문법을 사용

2.5 Lambda API로 함수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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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간단한 문법을 모바일 SDK에서 사용할 수 있다. 5장
에서는 JavaScript SDK를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과 모바일 SDK의 샘플 사용 사례를
살펴보겠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수 코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더라도 AWS Lambda Invoke API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즉, 함수마
다 다른 런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법에 따라 혹은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
따라 함수를 선택하여 보다 쉽게 함수를 개발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aws lambda invoke로 AWS CLI를 사용하여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AWS
CLI를 사용하여 람다 함수의 구성이나 코드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보려면 aws lambda 도움말을 사용한다.

요약
이 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첫 번째 AWS Lambda 함수를 만들었다. 배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람다 함수가 이벤트와 콘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
• AWS Lambda가 기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 웹 콘솔에서 기능을 빠르게 테스트하는 방법
• AWS CLI를 사용하여 AWS Lambda API를 통해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다음 장에서는 Amazon API Gateway를 통해 HTTP와 함수를 연결하는 방법을 웹 API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알아보겠다.

연습 문제
이 장에서는 람다 함수를 사용하여 간단한 ‘Hello World’ 샘플 코드를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Hello’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실습으로 함수에 사용자 정의 인사말을 지정하는 옵션을 추가하
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사용자 정의 인사말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의 기본 동작은 계속
‘Hell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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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GreetingsOnDemand 함수를 만들고, 입력 이벤트에 새로운 greet 매개변수를 추가하
여 이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Hi’ 값을 입력으로 넣어 보면 결괏값은 다음과 같다.
"Hi John!"

이름이 없으며 인사말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도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살
펴보자.

해결 방법
Node.js로 customGreetingsOnDemand 함수를 작성할 경우 다음과 같다. 파이썬의 경우 그
다음 예제를 참고하면 된다. 소스 코드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름이 없을 때
나 인사말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JSON 이벤트는 인사말과 이름을 모두 입력받거나 둘 중 하나만 입력받을 수 있다.
{
"greet": "Hi",
"name": "John"
}

customGreetingsOnDemand 함수(Node.js)
console.log('Loading function');
exports.handler = (event, context, callback) => {
console.log('Received event:',
JSON.stringify(event, null, 2));
console.log('greet =', event.greet);
console.log('name =', event.name);
var greet = '';
if ('greet' in event) {
‘greet’ 매개변수는 이벤트의 일부로
greet = event.greet;
수신되며, ‘name’과 비슷한 방식으로
} else {
관리
greet = 'Hello';
};
var name = '';
if ('name' in event) {
name = event.name;
} else {

연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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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World';
}
var greetings = greet + ' ' + name + '!';
console.log(greetings);
callback(null, greetings);
};

‘greet’ 결과 표시

customGreetingsOnDemand 함수(파이썬)
import json
print('Loading function')
def lambda_handler(event, context):
print('Received event: ' +
json.dumps(event, indent=2))
if 'greet' in event:
greet = event['greet']
else:
greet = 'Hello'
if 'name' in event:
name = event['name']
else:
name = 'World'
greetings = greet + ' ' + name + '!'
print(greetings)
return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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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 매개변수는 이벤트의 일부로
수신되며, ‘name’과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

‘greet’ 결과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