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sk.indb 1

2016. 5. 11. 오후 11:18

© 2016. 이지호 All Rights Reserved.
초판 1쇄 발행 2016년 5월 24일
지은이 이지호
펴낸이 장성두
펴낸곳 제이펍
출판신고 2009년 11월 10일 제406 – 2009 – 000087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41 뮤즈빌딩 403호
전화 070 – 8201 – 9010 / 팩스 02 – 6280 – 0405
홈페이지 www.jpub.kr / 원고투고 jeipub@gmail.com
독자문의 readers.jpub@gmail.com / 교재문의 jeipubmarketer@gmail.com
편집부 이민숙, 이 슬, 이주원 / 소통•기획팀 민지환, 현지환
본문디자인 성은경
용지 신승지류유통 / 인쇄 한승인쇄 / 제본 광우제책사

ISBN 979–11–85890–46-3 (93000)
값 33,000원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펍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제이펍은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원고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으로 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원고가 있으신
분께서는 책의 간단한 개요와 차례, 구성과 저(역)자 약력 등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jeipub@gmail.com

flask.indb 2

2016. 5. 11. 오후 11:18

flask.indb 3

2016. 5. 11. 오후 11:18

※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지은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
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또는 상표)이며,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은 3.4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독자의 학습 시점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파이썬, Flask, 파이썬 가상 환경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다룹니다. 파이썬 Flask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해서는 부
록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독자 지원 웹사이트나 출판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독자 지원 웹사이트: http://www.flask.moe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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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사

1990년대 GW-BASIC을 시작으로 C, Java 등등 약 30년 가까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해본 저
인데도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처음 접했을 때의 그 강렬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C와 버
금가는 강력한 기능을 갖추면서도 C와는 차원이 다른 확장성, 편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컴퓨
터 교육용 언어로도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간결하면서 쉬운 문법을 가진 언어라는 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처음 설계한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의 능력에 감탄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감탄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ACM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이썬은 현재 미국 상위권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1학년 학생에게 가르치는 언어 중 가
장 인기 있는 언어이며, 라즈베리 파이, 휴머노이드 페퍼(소프트뱅크) 등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
는 기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엔진, 해킹 등 거의 모든 컴퓨터
분야에서 파이썬은 속속 다른 언어를 대체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매력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그치지 않고 웹 환경으
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웹 환경은 초창기의 웹 환경과는 완연히 다릅니다. 단순히

HTML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동적인 상황과 한 단계 높은 정보 처리를 대처하기 위해 CGI,
Java, 여러 스크립트 언어, XML, JSON 등 다양한 기술이 상호 연결되고 있습니다. 웹 환경에
대한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차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
니다. 이는 곧 새로운 웹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웹 프로그래머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기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 프로그래머의 고민은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인 웹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결되
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탐구해보려는 대상은 매력적인 파이썬 본래의 강력
한 기능에다 웹 프레임워크를 덧붙여 보다 수준 높은 웹 환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발할 수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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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웹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
히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는 장고(Django), Pyramid, Bottle, Nimble, Flask,

Turbogears 등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중 장고는 관리자 인터페이스, 다양한 템플릿 등 개
발자가 빠른 개발을 하려 할 때 필요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커뮤
니티를 가지고 있는 웹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고와 Flask 모두 처음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지만, 장고는 풀스택 프레임워크 특징상 핵심 모
듈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지정 방식도 정규표현식을 주로 사용해 정규
표현식이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는 장고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
다. 또, 장고는 최초 개발 이후 장고가 업데이트되었을 때 업데이트 버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면 잘 동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벼운 프레임워크를
요구하는 개발자들이 장고 이외의 다른 웹 프레임워크를 찾고는 있지만, 사실 장고 이외의 커
뮤니티를 찾아보기 어려워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고에 비해

Flask는 가볍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정보 및 사례를 얻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교의 정보과학과 학생이기도 한 저자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얻은 경험을 통해 Flask
로 웹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려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독자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멋진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 편의 여행에 대한 여
정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HTTP와 인터넷의 동작 과정, Flask 웹 프레임워크
의 역할, 설치 및 실행 과정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관리 및 배포까지 한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마칠 때까지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고를 검토하면서 독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에 포
함된 다양한 예제는 독자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꿰뚫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끝냈을 때, ‘이제
는 나도 상용 웹사이트와 같은 수준급 웹사이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정재화

x

flask.indb 10

Flask 기반의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2016. 5. 11. 오후 11:18

머리
말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
니라 웹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를 가공하여 읽기 좋게 출판(publishing)하기도 합니
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전후해 인터넷 사용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정보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다행히 검색 엔진이 도입되어 정보를 찾는 일이 비교적 수
월해지긴 했지만 말이죠.
인터넷을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서 누구는 지식을 나누기 위해, 누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웹사이트와 웹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ASP나 PHP, Java(JSP 포함) 등이 웹사이
트와 웹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술이
웹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웹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저는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오랜 시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면서

Flask(플라스크)나 Django(장고)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웹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Flask로 웹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13년에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던 중 기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해당 프로그램을 새롭게 다시 구현할 때였습니다. 이 책은 당시 Flask를 사용하면서 얻은 경험
과 그 이후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오면서 알게 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필자가 지식을 전파하고자 했던 욕심이 있던 것은 아니고,
현재 사는 집(탄현동) 옆 동네(일산동)의 옆 동네(중산동)에 사는 이 책의 담당 기획자 때문이었습
니다. 이 아저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놀아달라고 했더니 책을 한 권 써주면 같이 놀아주겠다는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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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깃한 제안을 제게 했고, 저는 그 미끼를 덥석 물고야 말았습니다. 그 미끼를 문 죄로 그 뒤로
부터 6개월의 시간을 온전히 집필하는 데에만 보내야 했고, 다시 그 뒤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
은 후에야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집필하고 출간을 준비하던 중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책을 집필하던 지난해 3월, 출
근길에 뜻하지 않게 왼쪽 무릎의 슬개골이 골절되면서 보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고, 그리고
퇴원하고 한 달 반을 왼쪽 다리에 통 깁스를 한 채 집 근처 카페(TAN)에서 폐인 모드로 집필해
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집필한 분량이 아마 이 책의 절반 이상일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쓴다
는 소식을 여기저기 알리면서 많은 응원도 받았고, 병원 생활을 이유로 담당 기획자와 참 열심
히 놀았고, 출판사의 배려도 분에 넘치게 받으면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책에 사용된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의 버전 변화, 그리
고 설명에 필요한 웹 프로그램의 화면 및 기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
에서도 기존에 산만하게 알고 있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학습하는 일이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많은 저자가 집필의 고통을 맛본 후에 다시는 책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또
다시 펜을 들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으로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인 Flask를 더 가까이, 더 많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파이썬 외에 다른 서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고
도 웹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고, 진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는 Django와 Flask 외에도 많지만, 2016년 현재 Django와 Flask
모두 무서운 상승세로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로 살펴보니 Flask는 러시아,
미국, 인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독일 순으로, Django는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우
크라이나, 싱가포르, 인도, 폴란드 순으로 검색어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구글 트렌드의 결과로 추측해보건대, Flask의 검색률이 높은 국가는 실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
고, Django의 검색률이 높은 국가는 체계화된 프레임워크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
각을 해봅니다. Django와 달리 Flask가 아직은 상용 솔루션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
니다만, 관리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에서 많이 쓰이게 될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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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분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분들 모두를 적고자 했으나 혹시 자신
의 이름을 찾지 못한 분이 있더라도 부디 용서해주시기를…
책을 쓰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현지환 기획자님. 끝없이 늘어지는 기간을 기다
려주시고 원고를 다듬어주신 장성두 실장님. 방송대 컴퓨터과학과 회장 시절을 같이 견뎌준
방영호 회장님, 이초연 부회장님, 김재홍 동문님. 대학원 입학 때 자신도 파이썬을 쓴다며 지
지해준 캐논코리아의 황현천 원우님. 제가 아는 분들 중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해박하시면서
이 책의 추천사도 써주신 정재화 지도교수님. 언제든지 밥을 사주시는 데이터원의 김홍규 사
장님. 출간 전에 자신들의 금쪽같은 시간을 투자하여 이 책을 리뷰해주신 서지혜 님, 최해성
님, 양민지 님, 윤병국 님, 장병진 님, 김민선 님, 신민항 님과 출판사의 베타리더 분들. 이 분
들이 아니었다면 미흡한 문장이나 내용을 보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에게 첫 번역서를 제
안해주셨던 유형목 님. 오랫동안 적을 두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랑넷의 식구들(정재익 님, 김상
기 님, 신기배 님, 이창민 님, 백록화 님 등)에게도 감사합니다. 책을 쓰고 있다고 알렸을 때 기대된

다고 하시고 책을 사서 봐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신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김우재 교수님, 고
려대학교 윤태웅 교수님, 전주 사단훈련소에서 만난 동생 조현진 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오랜 지인인 H출판사의 이중민 과장님, 송관 차장님, 세하 누님. 그리고 저의 친가와 외
가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방송대 인천지역대학 28대 회장단과 방송대학교 정보과학
과 13기 이상윤 님, 김용광 원우님과 미처 적지 못한 다른 원우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필자의 세례 대부님인 친구 김상훈 님과 견진 대부인 한철운 님도 고맙습니다. 여기에 더 적지
못한 분들이 많겠지만, 그분들에게도 지면을 빌려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마무리 짓는 동안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워터아이(실명
은 밝히지 않을게요) 님. 저의 하나뿐인 여동생 태임, 고향 집 앞 아파트에 살고 계신 셋째 이모

님,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가를 못 한 자녀 둘을 둔 채
예순넷이란 이른 연세에 2016년 3월 15일 말기암(비인두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에게 특히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부터 나옵니다. 서른다섯 살이 넘어가는
지금도 아직 철없고 철없는 남자 사람(그것도 노.총각)이지만, 살아오는 동안 부모님의 넘치는 사
랑을 받았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예수님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에
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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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독자의 가슴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정직한 저자가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Well always have a great time.

2016년 4월 28일
탄현동 카페 TAN에서
저자(서치, 대건안드레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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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이책

이 책은 11개 장과 7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Flask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부터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까지를 다룹니다. 8장부터 11장은 웹
프로그램 개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8장은 웹 프로그램만이
아닌 다양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11장은 장별로 따로 살펴봐도 됩니다.

장별 주요 내용
1장, 웹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웹 프로그램이 어떤 구조로 동작하고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
보고, 파이썬에서 웹 프로그래밍의 개발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이 장을 통해 웹 프로그램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으며,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2장, Flask 시작하기
2장에서는 Flask를 사용한 웹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간단한 Flask 프로그램을 만
들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Flask에서 웹 브라우저의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반환하는 방법,

URL 라우팅, 맞춤형 웹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쿠키와 세션, 웹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발생
하는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 개발 서버의 기동 방법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이 장에
서 Flask로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지식부터 고급 기술을 익히기 위한 기반 지식을
다집니다.

3장, 템플릿 다루기
웹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사용자가 보는 웹 페이지의 개발입니다. 3장에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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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Flask가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템플릿 프레임워크인 Jinja를 사용해 템플릿을 작성하
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 장의 내용은 웹 퍼블리셔 역할을 하는 분과 함께 보면 좋으며, 3장
을 통해 유지보수하기 쉬운 템플릿 작성 방법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4장, Flask 기본 확장
4 장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생산하는 데이터의 축적과 사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SQLAlchemy, MongoKit), 비동기 통신을 위한 Ajax, 보다 안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폼 유효

성 검사, HTTP 오류를 핸들링하는 방법과 뷰 함수를 위한 다양한 데코레이터 등에 관해서 살
펴봅니다. 4장을 통해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한층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Flask 고급 확장
5장에서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조금 더 큰 날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블루프린트와 웹 프
로그램에서 많이 쓰이는 파일 업로드, 데이터 캐싱과 확장 웹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용자

HTTP 메서드 구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5장을 통해 Flask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장, Flask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6장에서는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합니
다. 여러분은 6장을 통해 Flask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7장,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7장에서는 대중
적인 웹 서버와 uwgsi, mod_wsgi와의 연동과 독립적인 파이썬 WSGI 컨테이너 2종(Tornado,
Gunicorn)을 사용해 프로그램 배포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제시된 내용은 대부분

의 환경에서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구성
8장에서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 이후 진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
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소스 코드의 버전 관리와 퍼블릭/프라이빗 저장소의 사용 방
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회귀 테스트를 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8장을 통해 소프트웨어 진화를 위한 발판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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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Google App Engine에 Flask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기
여러분이 구현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잘 동작하는 환경에서 동작시켜야 한다면

GAE(Google App Engine)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당첨자
프로그램’을 GAE 기반에서 동작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GAE의 데이터베이스 조
작 API인 NDB를 살펴봅니다. 9장을 통해 프로그램을 PaaS(Platform as a Service) 환경에 어떻게
배포하는지 그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10장, Apache Solr 연동
여러분의 웹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검색보다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10장에서는 아파치(Aapache)에서 배
포하는 솔라(Solr)에 대해 알아보고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0장의 지식을
익히고 나면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 검색 엔진을 쉽게 얹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장, Celery 기반 백그라운드 작업 구성
11장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처리(예: 엑셀 파일 생성)나 웹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실행할 작
업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작업 구성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 장에서는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백그라운드 스케줄러 프로그램인 Celery를 설치하고 사용해봅니다.

11장은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대량의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부록
부록에서는 Flask 기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하거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
리나 프로그램의 설치를 다룹니다. 부록은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책을 보기 전에 먼저 보길 바랍
니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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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요소
이 책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구성 요소를 채용했습니다.

■■ 코드: 설명을 위해 예제로 작성한 코드와 부분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코드 1-3 브라우저에 Hello World를 출력하는 스크립트

$HOME/cgi-server/cgi-bin/helloworld.py

01: #!/usr/bin/env python
02: print("Content-Type: text/html;\n\n")
03: print("Hello World")

■■ 그림: 코드의 실행 결과를 표시하거나 웹사이트 등을 보여줍니다.

그림 4-1 404 에러 페이지

■■ 표: 주로 API의 메서드나 함수 등에서 사용하는 인자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표 4-1 Mongokit 연결에 사용되는 인자와 기본값

인자명

설명

MONGODB_DATABASE

MongoKit 확장이 사용할 MongoDB 데이터베이스명으로, 기본값은 flask

MONGODB_HOST

접속할 MongoDB가 구동 중인 호스트 주소로, 기본값은 localhost

MONGODB_PORT

접속할 MongoDB가 구동 중인 포트 번호로, 기본값은 27017

MONGODB_USERNAME

MongoDB에 로그인할 사용자명으로, 기본값은 None

MONGODB_PASSWORD

MongoDB에 로그인할 비밀번호로, 기본값은 None

■■ 결과: 코드의 실행 결과 또는 셸에서 실행한 명령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 2-1 브라우저에서 /cookie_set URL을 호출했을 때 받는 HTTP 응답 헤더
Content-Length: 25
Content-Type: text/html; charset=utf-8
Date: Tue, 03 Mar 2015 14:17:10 GMT
Server: Werkzeug/0.10.1 Python/3.4.1
Set-Cookie: ID="JPUB Flask Programming"; Path=/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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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셸: 터미널 셸과 파이썬 셸에서 실행하는 개별 명령을 담고 있으며, 파이썬 셸의 내용은 파
이썬 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셸 2-1 helloworld 프로그램 실행하기
$ python app_start.py
* Running on http://0.0.0.0:5000/

■■ 용법: API의 사용 방법을 명시한 것이며, 어떤 형태로 API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
다.
용법 3-7 call 블록을 사용해 매크로 호출하기
{% call macro_call %}
매크로가 호출했을 때 포함할 내용 기술

{% endcall %}

■■ 디렉터리 구조: 프로그램 구현 과정 중에 특정한 디렉터리 구조가 필요할 때를 위해 트리
형태로 디렉터리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디렉터리 구조 4-1 Flask 애플리케이션 뼈대
/flask_sqlalchemy_exam1
/flask_sqlalchemy_direct
/flask_sqlalchemy_direct.py

■■ Q&A: 주의사항이나 궁금증을 Q&A 형태로 표시했습니다.

Q

A

공백이 문자에요?

네, 공백은 문자입니다. 사람이 시각으로 인지하는 공백은 빈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런 공백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문자라고 하니 다소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의 텍스트 파일은 공
백은 컴퓨터가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백 문자 중에 탭이나 개행 문자의 경우도 사람이 시각적
으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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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각 절을 끝내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무엇을 더 공부하면 좋을지 안내하는 내
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Flask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우팅 방법과 라우팅 옵션을 살펴봤습니다. Flask는 우리
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유지보수하기 쉬운 구조를 지향합

니다. 여러분들도 이 절을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의 라우팅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제 코드 다운로드 및 독자 A/S
이 책에서 제시된 예제 코드는 http://www.flask.moe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이 책
의 A/S도 함께 합니다. 부디 이 책을 보는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
고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xx

flask.indb 20

Flask 기반의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2016. 5. 11. 오후 11:18

베타리더

후기

김민선(직장인 P사)

Django와 달리 Flask와 관련된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서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 사
용자들이 Flask를 좀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전반적으로 수동적 표현이나
번역 투의 문장이 꽤 있었는데, 베타리딩 후에 많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전 관
리에 대한 설명은 본문보다는 부록으로 옮기는 게 책의 구성상 더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김종욱(KAIST)
이번 책을 읽으면서 독자에게 정말로 친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를 위해 코드
를 라인 단위로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코드 각 부분의 기능을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표현이 매우 적절히 이루어진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수정할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문맥적으로도 거의 완벽해서 읽는 데 불편함이 없
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의 독자를 초심자라 설정하고 초심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접근하려
한 저자의 마음이 간절히 느껴지는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Flask를 배운다면 파이
썬 웹 프로그래밍의 진가를 얻어갈 것이라 장담합니다.
김용균(이상한모임)

Django와 함께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Flask를 하나하나 설명합니
다. 코드 한 줄 한 줄마다 해설이 달려 있어서 코드의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살펴보게 됩니다.
웹 프레임워크에 대한 단순한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개발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교양과 함께 이
후 학습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고 있어 좋았습니다. 반면, 다루는 내용에 비해 전반부는 난이
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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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혜
특정 분야를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그간 체득한 것들을 글로 옮기겠다고 결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으로 옮기고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난 노
력과 고통이 동반되리라 생각합니다. 체화된 지식을 글로 옮기는 동안 생각이 정갈해졌을 것
이고, 지난 글들을 몇 번이고 고쳐 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작업임을 알기에 조금이나마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베타리딩하였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민항(kt ds)

Flask를 처음 경험한 분들이 걸음마를 뗄 수 있을 때까지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
다. 일단, 전반적으로 책 내용이 좋았습니다. 정리도 잘 되어 있고, 필요한 정보들이 충분히 담
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자의 말투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베타리더의 의견이 반영
되어 좀 더 부드럽게 다듬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Flask로 블로그 만들기’와 같은 간단한 예
제가 추가되었더라면 좀 더 좋은 책이 되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양민지(비트패킹컴퍼니)

3년 전 파이썬 스터디에서 저자와 만난 인연으로 베타리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베타리딩이
라 설랬습니다. 현재 Flask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깊이 파
고든 부분도 많아 놀랐습니다. 무엇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Flask를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윤병국(온오프믹스)
스타트업 회사들이 빠른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Python + Flask의 조합
을 가장 쉽게 풀어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썬을 처음 접하는 개발자들이 설치부터 개발
과 서비스 운용 전반에 걸쳐 겪게 되는 대부분의 이슈를 잘 다루고 있고, 하나씩 따라 해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바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빈(Ahnlab)
요즘 인기가 매우 높은 파이썬과 Flask를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보기 드문 국내 서적인 것 같
습니다.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 분이 처음 접하기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기초적인 설명 외에도 실무에서 사용될 법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전에
서도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xxii

flask.indb 22

Flask 기반의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2016. 5. 11. 오후 11:18

이철민(카카오)
파이썬을 사용한 웹 프레임워크라면 Django와 Flask가 떠오릅니다만, Django에 비해 Flask는
살펴볼 문서의 양이 적은 편이고, 특히 우리말로 된 볼 만한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책으로 어렵지 않게 Flask에 대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적으로 책 내용은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을 하나 말하자면, 하나의 큰 프로젝트
를 잡고 간단한 기능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책이 진행되었
더라면 플라스크의 특징에도 부합하고 좀 더 흥미 있게 볼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장병진(Gaia3D, OSGeo)
파이썬을 이용해 웹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득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기초적인 서비스 구성에서 상업적인 서비스를 위한 환경 구성과 협업을 통한 대규모 서비스 개
발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이 책의 내용이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세한 인자 설
명이 장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전체 인자 중 실용적인 인자들을 저자의 경험에서 추려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 눈여겨볼 만합니다.
최해성(티켓몬스터)
이 책은 Flask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 그 이상의 책입니다. 웹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웹
프로그램을 예시로 든 책이 아닌, 웹 프로그래밍의 여러 이슈를 Flask를 통해 다뤄보는 콘셉트
가 포인트입니다. 책을 가이드 삼아 웹 개발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기에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Werkzeug(파이썬 WSGI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도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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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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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HAP TER

Flask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프로그램은 사용자 요구사항의 복잡도
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환경(하드웨어, 운영체제), 그리고 특정 프로그래밍 라이브러
리 위에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초창기 컴퓨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초기 컴퓨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천공 카드를 이용하거나 자기 테이프 등을 이
용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컴퓨터의 내부를 살펴봤더니 벌레가 천공카
드 인식기에 끼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프로그램의 버그는 컴퓨터에 벌레가 침입해서 발생하는 오
류보다 컴퓨터가 동작하는 물리적인 환경과 기반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의
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버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그램 개발 측면
에서는 모듈, 함수, 로직 등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해 자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
고 프로그램 사용자가 의도적인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5절
‘에러와 로깅’에서 살펴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깅 기법을
기억한다면 이번 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분산 프로그램이라면 대규
모 사용자를 동원해야 하는 접속 부하 테스트, 특정 영역의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프로 파일
링 테스트, 특정 값의 처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입력값 테스트 등 테스트 분야는 광범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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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테스트에 드는 비용42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대로 꾸준히 동작하는
지,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주는 악의적인 입력값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
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만 한 채 배포했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인해 의도했던 동
작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게
되므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해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테스트
동작을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때마다 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질문은 필자와 여러분
이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바로 한다는 건 개발할 시간
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마다 테스트하면서 개발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한 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캔트 벡(Kent Beck)은 일찍이 이
고민을 하고 그 결과로 TDD(Test Driven Development)43를 제안했습니다.

TDD는 우리가 작성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 이를
동작시켜 테스트를 통과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TDD 위주의 개발 방법은
그동안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의 일환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행동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또, ‘테스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잘 동작한다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테스트된 것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Flask에서 지원하는 테스트 기법을 파이썬 unittest 모듈과 함께 알아보고

TDD 개발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될 기초를 쌓게 될 것입니다.

42 현금으로서의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실행 시간을 비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43 https://ko.wikipedia.org/wiki/테스트_주도_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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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테스팅 스켈레톤 작성
파이썬에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려면 unittest 모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unittest 모듈은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는 클래스와 함수
를 제공합니다.

unittest 모듈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려면 먼저 TestCase 클래스를 상속받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unittest 모듈의 TestCase 클래스
를 상속받는 새로운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코드 6-1 TestCase 클래스를 상속받는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 클래스 작성

01: import unittest
02:
03: class BoardTest(unittest.TestCase):
04:
... test method ...

코드 6-1은 게시판의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 스켈레톤(skeleton)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unittest 모듈을 임포트하거나 unittest 모듈의 TestCase 클래
스를 임포트합니다. 코드 6-1에서는 TestCase 클래스를 임포트하지 않고 unittest 모듈을 임포
트하는 방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Flask 샘플 애플리케이션(https://github.com/mitsuhiko/flask/tree/master/examples/
flaskr/)을 테스트 대상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 메서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할 테스트는 클래스에 선언된 테스트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그렇지만 테
스트 케이스에 선언된 모든 메서드를 실행하지 않고 메서드 이름 앞에 test란 글자가 붙은 것만
을 실행합니다. 다시 말해, 메서드 이름이 Write라면 메서드 이름이 testWrite인 것을 실행합니
다.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되면 개별의 테스트 메서드는 선언 순서와 무관하게 실행됩니다. 만
약 테스트 메서드의 순서가 중요하다면 테스트 메서드 이름을 지을 때 숫자를 함께 표기하면
테스트 케이스 작성자가 의도한 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다 보면 종종 실제 테스트 실행에 있어 전처리와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
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게시판의 게시글에 대한 읽기/쓰기가 로그인 여부에 따라 테스트되어
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테스트 메서드를 선언하고 나서 로그인을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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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기능을 테스트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방법은 종종 매우 간편한 방법으로 선호되지만, 반대로 테스트 메서드가 많아
지면 무척이나 불편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unittest.TestCase 클래스는 이를 위해 setUp,

tearDown 메서드를 프로그래머에게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setUp, tearDown 메서드는 테스트 케이스 클래스 안에 한 개만 정의하며, 모든 테스트 메서드
실행 전(setUp 메서드), 실행 후(tearDown 메서드)에 추가되어 실행됩니다.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
내의 테스트 메서드 실행 전에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기술하면 됩니다.

Flask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위해서는 setUp 메서드에서 먼저 Flask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종종 setUp 메서드에서 DB를 생성하거
나 애플리케이션의 디버깅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6-2 테스팅 스켈레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import
import
import
import

os
flaskr
unittest
tempfile

class FlaskrTestCase(unittest.TestCase):
def setUp(self):
self.db_fd, flaskr.app.config['DATABASE'] = tempfile.mkstemp()
flaskr.app.config['TESTING'] = True
self.app = flaskr.app.test_client()
flaskr.init_db()
def tearDown(self):
os.close(self.db_fd)
os.unlink(flaskr.app.config['DATABASE'])
if __name__ == '__main__':
unittest.main()

코드 6-2는 샘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위한 스켈레톤을 보여줍니다. 이 테스트 케이스는

setUp 메서드에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위한 여러 기본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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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샘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사용할 임시 파일 생성(mkstemp 메서드는 파일 디스크립터 ID44
와 생성한 파일 경로를 반환합니다)

10: 애플리케이션 테스팅 모드 설정
11: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전용 클라이언트 생성
12: 샘플 애플리케이션 DB 초기화
tearDown 메서드에서는 setUp 메서드에서 했던 DB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 DB 파일의 디스크
립터를 닫고 DB 파일을 삭제합니다. 만약 테스트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DB를 사용한다
면, setUp 메서드에서는 테스트 DB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tearDown 메서드에서는 테스트

DB를 지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19행에서 unittest 모듈의 main 함수를 실행하
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셸 6-1 샘플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팅 스켈레톤 실행 결과

01:
02:
03:
04:
05:
06:

$ python flaskr_tests.py
---------------------------------------------------------------------Ran 0 tests in 0.000s
OK

셸 6-1은 코드 6-2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코드 6-2의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메서드의 실행
전후에 수행될 메서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셸 6-1의 4행에서 보듯이 테스터는 0개의 테스
트가 실행되었다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마치며

우리는 이 절에서 Flask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위해 테스팅 스켈레톤을 작성했습니다. 스켈레
톤은 우리 말로 뼈대, 골격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코드

를 스켈레톤 코드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테스팅 스켈레톤을 바탕으로 테스트 메서드를 추
가하고 Flask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해볼 것입니다.

44 운영체제가 내부적으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숫자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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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테스트 케이스 구성
Flask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6.1절 ‘테스팅 스켈레톤 작성’에서 살펴봤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다수의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테스트 메서드를 선언해야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테스트 메서드를 프로그래머가 정의
하지 않았다면 unittest는 runTest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runTest 메서드는 테스트 케이스 명세
에서 기본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테스트 케이스 하나가 하나의 테스트만을 다루려 할 때
유용합니다.
테스트 케이스에서 테스트 메서드를 정의할 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테스트 메서드의 이름은

test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테스트 케이스에 정의된 메서드의 이름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
면, 이들 메서드는 테스트 케이스에서 테스트 메서드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setUp
• tearDown
• setUpClass(cls)
• tearDownClass(cls)
• run(result=None)
• skipTest(reason)
• subTest(msg=None, **params)
• debug
• assert 메서드들
• countTestCases
• defaultTestResult
• id
• shortDescription
• addCleanup(function, *args, **kwargs)
• doCleanups
테스트 케이스에서 정의되는 테스트 메서드 외의 메서드 중 setUp과 tearDown 메서드는 앞에
서 잠시 언급했지만, 테스트 메서드 수행 전후에 실행될 고정 환경45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45 이 고정 환경을 Fixture라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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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서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메서드가 setUpClass와 tearDownClass 메서드인데, 이 두 메
서드는 파이썬 3.2부터 도입된 메서드입니다. 이 책에서는 파이썬 3.5를 기반으로 하지만, 종종
파이썬 버전별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므로 테스트 케이스에서 개별 테스트를 정의할
때 파이썬 문서46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Flask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모든 테스트 케이스는 setUp 메서드에서 Flask 애플리
케이션의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코드 6-3 게시판의 게시물 읽기 기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import os
import flask_board
import unittest
class FlaskrTestCase(unittest.TestCase):
def setUp(self):
self.app = flask_board.app.test_client()
def testArticleRead(self):
read_stat = self.app.get("/board/30")

발생했습니다')

self.assertEqual(read_stat.status_code, 200, '게시판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오류가

14:
15: if __name__ == '__main__':
16:
unittest.main()

코드 6-3은 게시판의 게시물 읽기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10~13행
이 게시판 읽기 테스트를 진행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Flask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사용 예
를 보여주기 위해 간단히 정의했습니다. 먼저, 11행에서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통해 /board/30

URL을 호출했습니다.
이 URL의 처리 결과는 read_stat 변수로 참조 가능하며, 13행에서 이 응답의 HTTP 상태 코
드가 200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때 값이 같은지를 검증하기 위해 TestCase 메서드에서 사용
가능한 어설션 메서드 중 assertEqual 메서드를 사용했습니다.
테스트 메서드를 정의하면 문자열 이름순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테스

46 https://docs.python.org/3/library/unitte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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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메서드의 실행 순서를 지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코드를 통해 우리는 Flask 애플리케이션에 요청을 하고 요청 결과의 상태 코드에 대해 검증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테스트 메서드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
• 테스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API
테스트 메서드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테스트 작성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익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테스트 프로그램 작성 단계 중에서 가장 높고 난이도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테스트 프로그램이 테스트하는 것은 테스트 프로그램 자신이 아니라 테스
트를 해야 하는 대상 프로그램의 기능입니다. 이에 따라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Flask는 werkzeug 모듈을 WSGI 베이스 미들웨어로 사용하므로 애플리케
이션 API 다수를 Werkzeug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Flask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URL 요청을 하
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URL 요청은 5.4절 ‘HTTP 메서드 덮어쓰기’에서 살펴본 HTTP 메
서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HTTP 메서드로 다음과 같은 것
이 있습니다. http://werkzeug.pocoo.org/docs/0.10/test/#werkzeug.test.Client에서 이들 메서드
모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et
• patch
• post
• head
• put
• delete
• options
• trace
앞의 HTTP 메서드를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용하려면, 테스트 클라이언트의 객체 속성
명에 HTTP 메서드명을 기술하고 첫 번째 인자로 요청할 URL을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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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6-4 테스트 클라이언트로 서버에 POST 요청

01: self.app.post(url)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은 GET, POST 메서드를 통해 웹 브라우저의 요청을 처리합니
다. 테스트하고자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REST API 서버라면 GET, POST, PUT, HEAD,

DELETE, PATCH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ST API 서버를 테스트할 때는 이들
HTTP 메서드가 구현되어 있으면 HTTP 메서드별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테스트 클라이언트에 HTTP 메서드별로 구현되어 있는 객체 메서드는 가변 인자와 키워드 인
자를 전달받는데, 여기에 전달하는 인자는 werkzeug.test.EnvironBuilder47 클래스 생성자가 받
는 인자와 같습니다.

EnvironBuilder 클래스의 생성자는 코드 6-5와 같습니다.
코드 6-5 EnvironBuilder 클래스의 생성자

class werkzeug.test.EnvironBuilder(path='/', base_url=None, query_string=None,
method='GET', input_stream=None, content_type=None, content_length=None, errors_
stream=None, multithread=False, multiprocess=False, run_once=False, headers=None,
data=None, environ_base=None, environ_overrides=None, charset='utf-8')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자주 사용하는 인자는 path, query_string, data 정도입니다. 웹 애
플리케이션이 텍스트 데이터만 받아들이지 않고 HTTP 요청을 할 때 쿠키 데이터 등을 함께
처리할 경우는 headers, input_stream, content_type, content_length 등의 인자를 추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path
• query_string
• data
path 인자는 테스트 클라이언트로 테스트를 요청할 때 항상 첫 번째로 입력되는 인자입니다.
따라서 인자를 전달할 때 인자명을 명시하지 않고 전달합니다. 코드 6-3의 11행에서 보는 것처
럼 요청 URL은 항상 첫 번째로 전달되어 옵니다. 프로그래머가 키워드 인자 전달 방식만을 통

47 http://werkzeug.pocoo.org/docs/0.10/test/#environment-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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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테스트 클라이언트에 요청할 때 path 인자를 먼저 전달하지 않고 data 인자를 첫 번째로 전
달한다면, path 인자도 인자명을 명시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드 6-6 키워드 인자 전달 방식을 통해 path, data 인자 전달

01: self.app.post(data={"keyword":"jpub"}, path="/board/write")

query_string 인자는 URL의 일부로 붙는 인자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코드 6-7은
HTTP 메서드 요청에 인자에 이름을 주어 전달하는 방식을 나타낸 코드입니다.
코드 6-7 query_string 인자에 키/값 형태로 구성된 사전을 넘겨서 URL에 인자 전달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import os
import flask_board
import unittest
class FlaskrTestCase(unittest.TestCase):
def setUp(self):
self.app = flask_board.app.test_client()
def testArticleRead(self):
read_stat = self.app.get("/board/30", query_string={"key":"subject"})

발생했습니다')

self.assertEqual(read_stat.status_code, 200, '게시판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오류가

14:
15: if __name__ == '__main__':
16:
unittest.main()

query_string 인자는 GET 메서드로 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query_string 인
자는 HTTP 메서드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폼 데이터 전송
방식을 혼용해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uery_string에 전달하는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과
사전이 있으며, 사전 타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ata 인자는 HTTP 메시지 바디에 폼 데이터를 기술합니다. data 인자가 사용되는 HTTP 메서
드는 POST, PUT이 있습니다. 이외의 HTTP 메서드는 바디의 값을 갖지 않습니다.
코드 6-8 data 인자에 키/값 형태로 구성된 사전을 넘겨서 HTTP 메시지 구성

01: import flask_board
02: import uni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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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class FlaskrTestCase(unittest.TestCase):
05:
06:
def setUp(self):
07:
self.app = flask_board.app.test_client()
08:
09:
def testArticleRead(self):
10:
read_stat = self.app.get("/board/30", data={"key":"subject"})
11:
12:
self.assertEqual(read_stat.status_code, 200, '게시판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13:
14: if __name__ == '__main__':
15:
unittest.main()

data 인자에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query_string 인자와 같이 문자열과 사전 타입이 있
는데, 키/값 형태로 구성된 인자를 전달하는 것이 테스트를 구성할 때보다 쉽게 구성할 수 있
습니다.
웹 프로그램의 처리 결과로는 대부분 HTML이 반환되며, 반환 결과에 특정 문자열이 있는지
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코드 6-9는 URL 요청 결과를 검사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6-9 특정 문자열이 응답 결과에 있는지를 검사

01: class FlaskrTestCase(unittest.TestCase):
02:
03:
def setUp(self):
04:
self.db_fd, flaskr.app.config['DATABASE'] = tempfile.mkstemp()
05:
self.app = flaskr.app.test_client()
06:
flaskr.init_db()
07:
08:
def tearDown(self):
09:
os.close(self.db_fd)
10:
os.unlink(flaskr.app.config['DATABASE'])
11:
12:
def test_empty_db(self):
13:
rv = self.app.get('/')
14:
assert b'No entries here so far' in rv.get_data()

코드 6-9의 12~14행은 데이터베이스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의한 테스트 메서드입니
다. 이 메서드는 / URL의 응답 결과로 No Entries here so far라는 문자열이 응답 결과에 속
해 있으면 테스트가 성공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레코드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test_

empty_db 테스트는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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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6-9의 14행에서 응답 결괏값을 검증하기 위해서 TestCase에서 제공하는 어설션 메서드가
아닌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assert 문을 사용했는데, assert 문 대신 assertIn 메서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파이썬 3의 특징도 볼 수 있는데, 파이썬 3부터는 bytes 자료형이 도입
되어서 13행처럼 메서드가 원격 통신을 할 경우 응답 결과의 데이터 타입은 일반 문자열이 아
닌 bytes 데이터 타입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bytes 자료형은 특정 언어로 디코딩하여 문자열로
만들 수도 있지만, bytes 자료형 상태에서 직접 연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URL 호출
의 응답 결과는 2.3절 ‘요청과 응답 다루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data 속성 대신에 get_data 메서
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코드 6-9의 test_empty_db 테스트는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는데, 테스트 결과만
을 보고 테스트 메서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샘플 애플리케이션
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파일 기반으로 운용하면 항상 성공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서버
를 따로 둔다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테스트 케이스 작성자가 특정 테스트 메서드는 항상 성공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테
스트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테스트가 실패하기 위해서는 URL 응답 결과에서 원하는 문자
열을 찾지 못해 False를 반환해야 합니다.
코드 6-10 로그인/로그아웃 테스트 케이스

01: class FlaskrTestCase(unittest.TestCase):
02:
03:
def setUp(self):
04:
self.db_fd, flaskr.app.config['DATABASE'] = tempfile.mkstemp()
05:
self.app = flaskr.app.test_client()
06:
flaskr.init_db()
07:
08:
def tearDown(self):
09:
os.close(self.db_fd)
10:
os.unlink(flaskr.app.config['DATABASE'])
11:
12:
def login(self, username, password):
13:
return self.app.post('/login', data=dict(
14:
username=username,
15:
password=password
16:
), follow_redirects=True)
17:
18:
def logout(self):
19:
return self.app.get('/logout', follow_redirects=True)
20:
21:
def test_login_logou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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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25:
26:
27:
28:
29:

rv = self.login('admin', 'default')
assert b'You were logged in' in rv.get_data()
rv = self.logout()
assert b'You were logged out' in rv.get_data()
rv = self.login('adminx', 'default')
assert b'Invalid username' in rv.get_data()
rv = self.login('admin', 'defaultx')
assert b'Invalid password' in rv.get_data()

코드 6-10은 테스트 케이스 안에 테스트 메서드로 인식되지 않는 헬퍼 메서드(login, logout)를
정의하여 test_login_logout 메서드에서 사용한 예제입니다.

Flask의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통한 URL 요청의 응답 결과는 werkzeug.wrappers.Response 클
래스 인스턴스로 반환됩니다. 이 클래스는 같은 모듈의 BaseResponse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특정 URL을 테스트하는 메서드는 Response 클래스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객체 속성과 객
체 메서드로 HTTP 응답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HTTP 응답 테스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
는 객체 속성과 메서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표 6-1 HTTP 응답 테스트에서 쉽게 사용 가능한 객체 속성과 메서드

객체 속성

설명

response

HTTP 응답 바디를 iteration 객체 또는 문자열로 참조할 수 있는 객체 속성

status

HTTP 응답 결과를 문자열로 참조할 수 있는 객체 속성
HTTP 응답 헤더를 Headers 객체(werkzeug.datastructures.Headers)로 참조할 수 있는 객체

headers

속성

content_type

HTTP 응답 헤더 중 Content-Type 속성값을 참조할 수 있는 객체 속성

status_code

HTTP 응답 결과를 숫자로 참조할 수 있는 객체 속성

get_data()

HTTP 응답 바디를 반환받는 객체 메서드(data 속성값 읽어옴, data 속성은 폐지 예정)

마치며

이 절에서 우리는 Flask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Flask가 미
들웨어 Werkzeug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테스트 프로그램 작성 시 Flask 문서와 Werkzeug

문서를 같이 봐야 정확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HTML
관련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응답 결과를 DOM 모델로 변환하고 DOM 결과를 테스트에 이용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REST API 서버의 테스트는 여기에서 설명한 것을 기본으로 작성한다면 쉽게 작성할 수 있
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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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어설션 메서드 사용
테스트 메서드는 구체적으로 테스트 대상의 API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데, 이때 테
스터는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PI의 호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보거나 if 문을 사용해 우리가 의도하던 결과를 응답받았는
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나 디버깅할 때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일 수도 있지만, 테스트 케이스에
서 수행하는 테스트는 테스트 케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테스트 수행
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프로그램 수행에서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 sys 모듈의 exit 함수를 이용해 중단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가 중단되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 수행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테스트 수행 결과가 아니라면 테스트
케이스에 예외를 발생시키고 테스트 케이스가 테스트 수행 결과를 테스터(혹은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파이썬의 unittest 모듈은 API의 실행 결과를 예상 결괏값과 비교 검증하여 프로그램의 실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assert 문을 통해 제공합니다.
파이썬의 unittest 모듈에 TestCase 클래스는 assert 문을 프로그래머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으로 예상 결괏값과 실제 수행값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이들 메서드를 어설션 메서드(assertion method)라 합니다. 어설션 메서드는 어서션
메서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책에서는 어설션 메서드로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Flask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실제 웹 브
라우저가 받는 응답 결과를 비교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했습니다. 한편, 웹 애플리케이션
은 브라우저의 응답을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서드파
티(third-party) 라이브러리나 이를 사용하는 내부 라이브러리의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질수록 테스트 케이스의 개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이 절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테스트 케이스의 어설션 메서드를 소개하고 사용 방법을 살펴보
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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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rtEqual(first, second, msg=None)

assertEqual 메서드는 first와 second 인자로 넘어온 값이 같은지를 검사하고, 같지 않을 때 기
본 메시지를 반환하고 테스트 케이스 실행을 종료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에서 표현식 first == second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숫자와 문자
열, 튜플의 요솟값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지만, 이외의 객체는 가지고 있는 객체 속성의 메서
드가 같아도 False를 반환합니다. 객체에 __hash__, __eq__ 메서드가 구현되어 있으면 이들
메서드가 연산에 사용됩니다.
■ assertNotEqual(first, second, msg=None)

assertNotEqual 메서드는 first와 second 인자로 넘어온 값이 같지 않은지를 검사하고, 값이 같
으면 기본 메시지를 반환하고 테스트 케이스 실행을 종료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에서 표현식 first != second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숫자와 문자
열, 튜플은 요솟값을 직접 비교하지만, 이외의 객체는 객체의 __ne__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으
면 이 메서드가 연산에 사용됩니다.
■ assertTrue(expr, msg=None)

assertTrue 메서드는 expr 인자에 전달한 표현식을 부울값으로 평가해서 그 값이 True일 때 테
스트를 통과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에서 bool(expre) is True와 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객체 변수의 경우
에는 __bool__ 메서드가 연산에 사용됩니다.
■ assertFalse(expr, msg=None)

assertFalse 메서드는 expr 인자에 전달한 표현식을 부울값으로 평가해서 그 값이 False일 때 테
스트를 통과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에서 bool(expre) is False와 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객체 변수의 경우
에는 __bool__ 메서드가 연산에 사용됩니다.
■ assertIs(first, second, msg=None)

assertIs 메서드는 first, second 인자에 전달한 값의 동등성을 비교했을 때 같으면 테스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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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first is second와 같습니다. 파이썬 3.1에 처음 도입되었습
니다.
■ assertIsNot(first, second, msg=None)

assertIsNot 메서드는 first, second 인자에 전달한 값을 동등성을 비교했을 때 같지 않으면 테스
트를 통과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first is not second와 같습니다. 파이썬 3.1에서 처음 도입되
었습니다.
■ assertIsNone(expr, msg=None)

assertIsNone 메서드는 expr 인자에 전달한 표현식의 평가 결괏값이 None일 때 테스트를 통과
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expr is None과 같습니다. 파이썬 3.1에서 처음 도입되었습
니다.
■ assertIsNotNone(expr, msg=None)

assertIsNotNone 메서드는 expr 인자에 전달한 표현식의 평가 결괏값이 None이 아닐 때 테스
트를 통과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expr is not None과 같습니다. 파이썬 3.1에서 처음 도입되
었습니다.
■ assertIn(first, second, msg=None)

assertIn 메서드는 first 인자의 값이 second 인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숫자, 문자, 튜플은 요
솟값을 직접 참조하지만, 객체에 __contains__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메서드가 연산에
사용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first in second와 같습니다. 파이썬 3.1에서 처음 도입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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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rtNotIn(first, second, msg=None)

assertNotIn 메서드는 first 인자의 값이 second 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테스트를 통과합
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숫자, 문자,
튜플은 요솟값을 직접 참조하지만, 객체에 __contains__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메서드
가 연산에 사용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first not in second와 같습니다. 파이썬 3.1에서 처음 도입되
었습니다.
■ assertIsInstance(obj, cls, msg=None)

assertIsInstance 메서드는 obj 인자에 전달한 객체가 cls 인자에 전달한 클래스 객체로부터 생
성된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obj가 cls로부터 생성된 인스턴스이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msg 인
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isinstance(obj, cls)와 같습니다. 파이썬 3.2에서 처음 도입되
었습니다.
■ assertNotIsInstance(obj, cls, msg=None)

assertNotIsInstance 메서드는 obj 인자에 전달한 객체가 cls 인자에 전달한 클래스 객체로부터
생성되지 않았는지를 평가합니다. obj가 cls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닐 때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not isinstance(obj, cls)와 같습니다. 파이썬 3.2에서 처음 도
입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다 보면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객체 관계 연산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테
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할 어설션 테스트는 객체 비교 연산입니다.
■ assertAlmostEqual(first, second, places=7, msg=None, delta=None)

assertAlmostEqual 메서드는 first 인자 값에서 second 인자 값을 뺀 절댓값이 0과 같거나 두
인자 값이 같으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places 인자는 7이 기본값인데, 지정하지 않으면 first-

second 값을 소수점 7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
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places 인자 대신에 delta 인자에 비교할 숫자 값을 제공하면 first-second 값이 delta보다 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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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을 때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 assertNotAlmostEqual(first, second, places=7, msg=None, delta=None)

assertNotAlmostEqual 메서드는 first 인자 값에서 second 인자 값을 뺀 절댓값이 0과 같지 않
거나 두 인자 값이 같으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places 인자는 7이 기본값인데, 지정하지 않으
면 first-second 값을 소수점 7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places 인자 대신에 delta 인자에 비교할 숫자 값을 제공하면 first-second 값이 delta보다 크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코드 6-11 assertAlmostEqual, assertNotAlmostEqual 어설션 메서드 사용

01: import unittest
02:
03: class AlmostTestCase(unittest.TestCase):
04:
05:
def testAlmostEqual(self):
06:
self.assertAlmostEqual(1.1, 1.0, delta=0.2)
07:
08:
def testNotAlmostEqual(self):
09:
self.assertNotAlmostEqual(1.1, 1.0, delta=0.1)
10:
11: if __name__ == '__main__':
12:
unittest.main()

■ assertGreater(first, second, msg=None)

assertGreater 메서드는 first 인자 값이 second 인자 값보다 크면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렇지 않
으면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
환됩니다. 객체에 __gt__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메서드가 연산에 사용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first > second와 같습니다. 파이썬 3.1에서 처음 도입되었습
니다.
■ assertGreaterEqual(first, second, msg=None)

assertGreaterEqual 메서드는 first 인자 값이 second 인자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테스트를 통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객체에 __ge__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메서드가 연산에 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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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first >= second와 같습니다. 파이썬 3.1에서 처음 도입되었
습니다.
■ assertLess(first, second, msg=None)

assertLess 메서드는 first 인자 값이 second 인자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렇지 않으면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객체에 __lt__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메서드가 연산에 사용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first < second와 같습니다. 파이썬 3.1에서 처음 도입되었습
니다.
■ assertLessEqual(first, second, msg=None)

assertLessEqual 메서드는 first 인자 값이 second 인자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테스트를 통과하
고,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를 실패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
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객체에 __le__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메서드가 연산에 사용됩
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first <= second와 같습니다. 파이썬 3.1에서 처음 도입되었
습니다.
■ assertRegex(text, regex, msg=None)

assertRegex 메서드는 regex 인자로 전달된 정규 표현식에서 text 인자에 전달된 값을 찾으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
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regex.search(text)와 같습니다. 파이썬 3.1에서 처음 도입되
었습니다.
■ assertNotRegex(text, regex, msg=None)

assertRegex 메서드는 regex 인자로 전달된 정규 표현식에서 text 인자에 전달된 값을 찾지 못하
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
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표현식 not regex.search(text)와 같습니다. 파이썬 3.2에서 처음 도
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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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6-12 assertRegex, assertNotRegex 어설션 메서트 테스트

01: import unittest
02:
03: class RegexTestCase(unittest.TestCase):
04:
05:
def testRegex(self):
06:
self.assertRegex("abbbbc", "a[b]*c")
07:
self.assertRegex("abbbbc", "a[b]?c")
08:
09:
def testNotRegex(self):
10:
self.assertNotRegex("abbbbc", "a[b]*c")
11:
self.assertNotRegex("abbbbc", "a[b]?c")
12:
13: if __name__ == '__main__':
14:
unittest.main()

■ assertCountEqual(first, second, msg=None)

assertCountEqual 메서드는 first 인자 값의 요소 수와 second 인자 값의 요소 수를 비교하여
같으면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msg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실패 시

msg 인자에 전달한 값이 반환됩니다.
first와 second 인자 값이 시퀀스 타입의 데이터가 아니면 list 함수를 사용해 시퀀스 타입으로
변환한 후에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내부적으로는 collections 모듈의 Counter 클래스를 이용해
비교합니다. first 인자와 second 인자 타입이 객체일 때 __iter__ 메서드가 연산에 사용됩니다.
이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3.2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코드 6-13 assertCountEqual 메서드를 사용한 어설션 테스트(first, second 인자 값이 객체인 경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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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nittest
class equalIterator:
def __iter__(self):
		
yield 3
class CountEqualTestCase(unittest.TestCase):
def testCountEqual(self):
self.assertCountEqual(equalIterator(), equalIterator())
if __name__ == '__main__':
unittest.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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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에서 숫자, 문자, 튜플과 요솟값이 변경될 수 있는 객체에 대해서 비교 연산을 할 수
있는 어설션 메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어설션 메서드는 요솟값이 변경될
수 있는 객체일 때 관계, 비교 연산 테스트에 실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변숫값이 같은지를 테스트하는 assertEqual 어설션 메서드는 파이썬 내장 데이터 타입
이 비교 대상 값으로 들어와도 요솟값이 같으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assertEqual 어설션 메
서드는 비교 대상 값을 받으면 해당 값의 데이터 타입이 파이썬 내장 데이터 타입인지를 확인
하고, 내장 데이터 타입이면 unittest 모듈에 구현되어 있는 내장 데이터 타입 비교 메서드를 실
행합니다. 내장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면 객체에 __hash__, __eq__ 메서드를 이용해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assertEqual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고 요솟값이 변경될 수 있는 내장 데이터 타입의 값이 같은
지를 테스트하려면 내장 데이터 타입에 맞는 어설션 메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unittest 모듈
은 이를 위해 다음의 어설션 메서드를 파이썬 3.1 버전부터 제공합니다.
표 6-2 파이썬 3.1부터 지원하는 내장 데이터 타입 비교를 위한 어설션 메서드

메서드명

설명

assertMultiLineEqual

여러 행에 걸친 문자열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assertSequenceEqual

시퀀스 타입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assertListEqual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이 메서드 내부에서는
assertSequenceEqual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assertTupleEqual

튜플 타입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이 메서드 내부에서는
assertSequenceEqual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assertSetEqual

집합 타입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 집합은 set과 frozenset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assertDictEqual

사전 타입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 프로그래머가 assertEqual 메서드를 이용해서 사용자 객체가 같은지를 비교하게 하려면,
먼저 사용자 객체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addTypeEqualityFunc 메서드를 이용
해 비교할 객체와 비교 함수를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 객체’가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
해 assertEqual 메서드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비교 함수가 ‘사용자 객체’ 비교 평가
에 사용됩니다.

6.3 어설션 메서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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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6-14 addTypeEqualityFunc 메서드를 사용해 사용자 객체와 비교 함수 등록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import unittest
class customObject:
def __init__(self, obj_name):
self.name = obj_name
def __eq__(self, other):
return self.name == other.name
def __repr__(self):
return "<customObject %s>" % self.name
class CustomTypeEqualityTestCase(unittest.TestCase):
def customTypeEqualFunc(self, first, second, msg=None):
if first != second:
standardMsg = '%s != %s' % (first, second)
self.fail(self._formatMessage(msg, standardMsg))
def setUp(self):
self.addTypeEqualityFunc(customObject, 'customTypeEqualFunc')
def testEqual(self):
a = customObject('test')
b = customObject('test2')
self.assertEqual(a, b)
if __name__ == '__main__':
unittest.main()

코드 6-14는 사용자 클래스 객체를 만들고 이를 비교하는 함수인 customTypeEqualFunc을

addTypeEqualityFunc 메서드를 이용해 assertEqual 어설션 메서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코
드입니다.

마치며

이번 절에서는 테스트 케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어설션 메서드 중에 지금까지 다뤘던 변숫값
과 객체 값의 관계, 비교 연산에 사용 가능한 어설션 메서드를 다뤘습니다. 이들 외에 예외를

테스트할 수 있는 어설션 메서드도 있는데, 이들 메서드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교해질수록 더욱
세밀한 테스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내장 데이터 타입의 비교와 예외에 관해 테스트하는 어설션 메서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docs.python.org/3/library/unittest.html#assert-method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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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절을 통해 파이썬 unittest의 테스트 케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다수의 어설션 메서드도 살펴
봤습니다. 어설션 메서드는 테스트 메서드를 통해 테스트를 작성할 때 보다 명확한 표현과 정확한 비교
테스트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테스트 메서드 내에서는 assert 문보다 어설션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6.4 리소스와 컨텍스트 흉내내기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보낸 데이터와 함께 요청을 받아 어떤 일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웹 브라우저에 응답합니다. 웹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일 중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고 가정해보
겠습니다.

• 지금 로그인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온다.
•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수립한다.
Flask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수행하려면 Flask 애플리케이션의 Application
Context 또는 전역 객체(flask.g)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
름을 가져오는 /users/me라는 라우팅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코드 6-15 사용자의 이름을 가져오는 라우팅 함수

01: @app.route('/users/me')
02: def users_me():
03:
return jsonify(username=g.user.username)

코드 6-15는 단순히 /users/me URL을 요청하면 사용자의 이름을 JSON 형태로 인코딩해서 웹
브라우저에 반환합니다. 코드 6-15가 정상 동작하려면 g.user 속성에 사용자 정보 객체가 설정
되어 있어야 하겠죠. g.user에 사용자 정보 객체를 설정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웹사이트에 로그
인할 때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드 6-16은 g.user 속성이 비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정보를 가져와 g.user 속성에 사용자 객체를 설정하고 설정한 값을 반환합니다.
코드 6-16 g.user에 데이터를 설정하는 코드

01: def get_user():
02:
user = getattr(g, 'user', None)
03:
if user is None:
04:
user = fetch_current_user_from_database()

6.4 리소스와 컨텍스트 흉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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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6:

g.user = user
return user

하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기 전이고 로그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
다면,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 기능을 먼저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
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까요? Flask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바깥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appcontext_pushed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코드 6-17 appcontext_pushed 시그널을 사용해 Flask 전역 객체에 데이터 설정

01:
02:
03:
04:
05:
06:
07:
08:
09:

from contextlib import contextmanager
from flask import appcontext_pushed
@contextmanager
def user_set(app, user):
def handler(sender, **kwargs):
g.user = user
with appcontext_pushed.connected_to(handler, app):
yield

Flask 애플리케이션 바깥에서 Flask의 내부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코드 6-17과 같은 접근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코드와 유사한 접근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코드 6-17을 자세
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 파이썬 contextlib 모듈로부터 contextmanager 데코레이터를 임포트합니다.
02: flask 모듈로부터 appcontext_pushed 시그널을 임포트합니다.
04: contextmanager 데코레이터를 사용하겠다는 표시를 정의합니다.
05: user_set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함수는 Flask 객체와 appcontext_pushed 시그널을 받았을
때 g.user에 설정할 사용자 정보 객체를 받습니다.

06~07: appcontext_pushed 시그널을 받았을 때 실행될 내부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함수는
시그널을 전송한 발송자와 임의의 키워드 인자를 받습니다. 함수 내부에서는 g.user에 user_set
에 전달한 user 변수를 설정합니다.

08~09: appcontext_pushed.connected_to 메서드를 사용해 이 시그널을 받았을 때 실행할 내
부 함수 객체와 시그널을 전송한 Flask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합니다. 이 문장의 실행은 with 문
을 사용하고 with 문의 실행 결과는 Iterator48를 호출합니다.

48 파이썬 반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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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드 6-15와 코드 6-17을 사용해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는지 확인해봐야겠죠? 먼저 살펴
볼 코드는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라우팅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코드 6-18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라우팅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Flask 애플리케이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from flask import Flask, g, jsonify
app = Flask(__name__)
@app.route('/users/me')
def users_me():
return jsonify(username=g.user.username)
if __name__ == "__main__":
app.run()

코드 6-18을 작성했으면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테스트 코드는 Flask 전역 객체에 데
이터를 설정하는 함수와 테스트 코드를 한곳에 묶었습니다.
코드 6-19 코드 6-18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import unittest
from code6_17 import app
from flask import g
from contextlib import contextmanager
from flask import appcontext_pushed
@contextmanager
def user_set(app, user):
def handler(sender, **kwargs):
g.user = user
with appcontext_pushed.connected_to(handler, app):
yield
class UserInfo:
def __init__(self, name):
self.username = name
class UsersMeTestCase(unittest.TestCase):
def setUp(self):
self.app = app.test_client()
def testUsersMe(self):
user = UserInfo("test")
with user_set(app, user):
response = self.app.get("/users/me")

6.4 리소스와 컨텍스트 흉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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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self.assertEqual(response.status_code, 200)
29:
30: if __name__ == "__main__":
31:
unittest.main()

코드 6-19를 테스트하면 우리가 의도한 것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코드 6-19의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때는 blinker 패키지를 설치하면 됩니다. 참고로, Blinker 패키지는
파이썬 객체 간에 빠르고 간단하게 브로드캐스트 시그널을 전송해주는 일을 하는 라이브러입
니다.
셸 6-2 blinker 패키지 설치

$ pip install blinker

마치며

이 절에서 우리는 코드 6-19에서 살펴본 것처럼 Flask 애플리케이션이 구현하지 않은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Flask의 appcontext_pushed 시그널을 받아 객체를 설정하면, 애플리

케이션 개발이 덜 진행되어 있어도 테스트가 가능함을 살펴봤습니다. 이 절에서 예시를 들어 설명한 테
크닉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의 개발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절을 통해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5 세션 접근과 수정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2.4절 ‘쿠키와 세션 다루기’에
서 살펴본 것처럼 쿠키와 세션을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쿠키는 Flask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
클라이언트에 요청한 응답 객체에서 set_cookie, delete_cookie 메서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지
만, HTTP 세션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일은 쿠키를 읽고 쓸 때와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테스트 클라이언트에서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클라이언트로부터 세션 객체를 임
포트해야 합니다.

Flask 애플리케이션에 세션 정보를 읽고 쓰는 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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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6.4절 ‘리소스와 컨텍스트 흉내내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Flask 애플리케
이션을 수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가 웹 애플리케이션의 세션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Flask는 HTTP 세션 접근에 있어 flask.session 프록시 클래스를 사용하므로 테스트 케이스에
서는 Flask 전역 객체처럼 flask.session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드 6-20은 Flask
세션 접근에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입니다.
코드 6-20 테스트 케이스에서 Flask 세션 객체를 직접 임포트해서 세션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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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nittest
from flask import session
import flask_session
class sessionTestCase(unittest.TestCase):
def setUp(self):
self.app = flask_session.app.test_client()
def testSessionRead(self):
response = self.app.get("/session_read")
self.assertEqual(session.get('foo', None), 'bar')
def testSessionWrite(self):
self.assertEqual(session.get('foo2', None), None)
write_resp = self.app.get("/session_write")
self.assertEqual(session.get('foo2', None), 'bar2')
if __name__ == "__main__":
unittest.main()

코드 6-20은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동작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flask.

session에 접근하는 컨텍스트가 Flask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Flask 애플리케이션 바깥의 테스
트 케이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Flask의 HTTP 세션에 접근하기 위해서 테스트 클라이언트 객체의 session_

transaction 메서드와 with 문을 함께 사용하면, 테스트 케이스에서 HTTP 세션 객체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6.5 세션 접근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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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6-21 session_transaction 메서드를 사용해 HTTP 세션에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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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nittest
import flask_session
class sessionTestCase(unittest.TestCase):
def setUp(self):
self.app = flask_session.app.test_client()
def testSessionRead(self):
response = self.app.get("/session_read")
with self.app.session_transaction() as session:
self.assertEqual(session['foo'], 'bar')
def testSessionWrite(self):
write_resp = self.app.get("/session_write")
with self.app.session_transaction() as session:
session['foo'] = 'new bar'
self.assertEqual(session['foo2'], 'bar2')
self.assertEqual(session['foo'], 'new bar')
if __name__ == "__main__":
unittest.main()

코드 6-21을 실행해보면 우리가 의도한 테스트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ession_

transaction 메서드는 Flask 테스트 클라이언트 안에만 존재하므로 우리가 작성하는 Flask 애
플리케이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메서드입니다.

마치며

이 절에서 우리는 Flask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 케이스 안에서 HTTP 세션의 테스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웹 프로그램은 일반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보다 테스트 범위가

늘어남은 물론, HTTP 세션과 같이 플랫폼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기능을 테스트할 필요도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자 할 때 세부적인 부분에 신경 쓰면 보다 안정적인 테스트를 설계하고 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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