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fka MirrorMaker로 카오스 엔지니어링 맛보기!

황한희 - 데이터 엔지니어



Intro - 발표자 소개

황한희 

- 현) 스타트업 주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 전) 제조업 ETL 개발자 

-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데이터 모델링 등 

- 데이터야놀자 2023 준비위원(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  이니셜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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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구성도



Kafka MirrorMaker2

카프카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Mirroring” 하는 기능

• 클러스터 간 Topic Configuration 동기화 

• 클러스터 간 Single Properties로 편리한 관리 

• 모니터링에 필요한 클러스터 간 Metric 제공 

• 새로운 Topic, Partition 자동 감지

Mirror



Kafka MirrorMaker2
Topic configuration sync



Kafka MirrorMaker2
Topic configuration sync



Kafka MirrorMaker2
Single properties

mm2.properties

Clusters



Kafka MirrorMaker2
Monitoring Metric

mm2-offsets.internal : 처리된 오프셋을 보관

heartbeats : Health check

checkpoints.internal : 대상 오프셋, 파티션정보 보관

mm2-configs.internal : 클러스터 변경사항 감지

mm2-offset-syncs.internal : 오프셋 매칭정보 보관



Kafka MirrorMaker2
Configuration plans

Fan-out Agg Active-Active Active-Passive



Kafka MirrorMaker2
Configuration plans

Fan-out Agg Active-Active Active-Passive



Chaos Engineering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란  
운영환경에서도 갑작스러운 장애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을 실험하는 분야다.” 
                               http://principlesofchaos.org

네..?

아~ 완벽하게 이해했어!

(관심 없음)

http://principlesofchaos.org/


Chaos Engineering

ServiceDevelopers

이건 좀 어때?

그건 좀 아플거 같은데;;

• 마치 환자와 대화를 통해 진단을 하는 의사처럼 시스템과의 대화를 통해 진단하는 느낌적인 느낌!



Chaos Engineering

ServiceDevelopers

이건 좀 어때?

그건 좀 아플거 같은데;;

• 사람이 수동으로 장애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한정된 시나리오만 연출될 가능성이 높음
• 테스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함
• 결국 주객전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남(테스트 비용에 과도한 비용 지출)



Chaos Engineering

Chaos Monkey
Netflix 개발팀의 운영 원칙으로부터 시작해 현재는 가장 대표적인 카오스 테스팅 도구.
마치 무기를 든 원숭이를 데이터 센터에 풀어놓은 것 같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였음.

Data Center

Chaos Monkey - Chaos-Testing Tool



Testing
Pumba - Chaos-Testing Tool

Pumba
컨테이너 환경에서 제공되는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
영화 라이온 킹에 등장하는 멧돼지인 Pumba의 멍청하고, 산만하다는 특징에서 영감을 받음

비교적 단순한 테스팅을 할 때 유용한 도구



Chaos Engineering
흐름 구성

안정화 
정의

실행

개선

이벤트 선정분석



Chaos Engineering
안정화 정의

안정화 
정의

개선

기술적인 이슈가 아닌 비즈니스 관점의 지표를 
안정된 상태의 지표로 설정

이벤트 선정

실행

분석



Chaos Engineering
이벤트 정의

안정화 
정의

개선

기술적인 이슈가 아닌 비즈니스 관점의 지표를 
안정된 상태의 지표로 설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 선정 이벤트 선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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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 Engineering
실행

안정화 
정의

개선

기술적인 이슈가 아닌 비즈니스 관점의 지표를 
안정된 상태의 지표로 설정

카오스 엔지니어링 수행

이벤트 선정

실행

분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 선정 



Chaos Engineering

전체 서비스

1%  
사용자

99%  
사용자

실행

정상 서버

사용자

카오스 테스팅 서버



Chaos Engineering
분석

안정화 
정의

분석

개선

기술적인 이슈가 아닌 비즈니스 관점의 지표를 
안정된 상태의 지표로 설정

카오스 엔지니어링 수행

결과를 토대로 분석 이벤트 선정

실행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 선정 



Testing
안정화 정의

가정 : 영화 평가 사이트 이력 데이터



Testing
안정화 정의

가정 : 영화 평가 사이트 이력 데이터

안정화 정의 : 150 >= Daily Traffic  
500일 동안 200건의 일정한 트래픽을 보유한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



Testing
이벤트 선정

Broker의 Down으로 인한 Debezium Connector가 Broker를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Testing
실행



Testing
실행

• -skip-error : 동작중 에러가 발생하여도 중지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는 옵션 
• -dry-run : 실제로 카오스를 진행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로그만 출력하는 옵션(작동 테스트시 활용) 
• -log-level : 출력되는 로그 수준을 설정하는 옵션 
• -interval : 카오스 액션 수행 주기를 설정하는 옵션 
• -restart : 중지한 컨테이너를 다시 재시작하도록 해주는 옵션 
• -duration : restart의 수행 주기를 설정하는 옵션 
• "re2:" : 정규표현식을 활용해 매치되는 컨테이너만 카오스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옵션 



Testing
실행

Pumba Action Target Container



Testing
분석 - 데이터 유실

안정화 상태에서 벗어남은 물론 전체 트래픽 데이터의 대부분이 유실



Testing

원인분석 : Debezium과 Broker의 연결이 끊어지고 재연결에 실패

분석 - 데이터 유실



Testing
분석 - 중복 데이터 발생

중복된 데이터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



Testing
분석 - 중복 데이터 발생

원인 분석 : Offset Flush Interval 주기에 따라 오프셋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브로커가 
다운되면서 이미 가져왔던 메세지를 다시 가져오게 되면서 중복이 발생



Testing
개선

개선 사항 
• Broker 증설 
• Broker 재기동 자동화 
• Offset Flush Interval 단축



Testing
개선

모든 트래픽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된 것을 확인!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