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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테스팅 동향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에서 테스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 된다. 따라서, 자동화를 통해 테스팅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향

상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그로 인해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떤 테스팅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가트너 그룹에서는 SW테스팅 도구 우수성을 3가지 조건으로 판단하

고 있다.

<Software testing 도구 업체>

Mobile Applications 모바일 장비에서 App 테스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Responsive Design 브라우저 타입과 버전에 상관없이 브라우저 기반 어플리케이

션 테스팅이 가능한가?

Packaged Applications ERP, CRM, SAP, Oracle 등의 통합 솔루션의 특정 부분 테스트

를 자동으로 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가?

<Gartner에따르면, 2017년까지모바일앱은 2,680억이상다운로

드될것이고 770억달러의누적매출을일으킬것으로전망된다.>

<자료출처: nipa 한국정보통신 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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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S/W 테스팅 현 주소 (일반)

회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서비스인 A-app(가칭)인 경우, 국내 출시된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의

테스트 케이스 개수가 15,000개가 넘고, 출시된 단말 종류는 200기종이 넘는다. 

A-app

<200종이 넘는 단말>
<15,000개가 넘는 Test cases>

<통신사별로 3종의갤럭시S7/S7 엣지>

통신사별로 app에서폰빌과금

하는방식이다르고, 통신사의

광고플랫폼과연동하는방식이

다른등 app 개발에영향을주는

것들이다수존재
<10명의테스트인력>



2. 모바일 S/W 테스팅 현 주소 (자동화)

선별된 주요 업무에 대해 자동화 툴을 이용해 자동화 테스트 수행을 하지만, 매일 3회 이상 변경되는 code 배포마다 자동화

Script를 변경하느라 실제 테스트 수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기 별로 Script를 다르게 개발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함.

A-app

<선별된 주요 Test cases>

<배포 때마다 변경되어야 하는 Script>

<2-3명의자동화테스트인력><프로젝트내수급가능한테스트기기 5-7종>

<하루 3번 이상의 배포>

자동화테스트를위한 Script 작성에거의

대부분의시간을보내지만정작테스트

수행은하지못하고코드최종릴리즈

단계에서나자동화준비가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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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eckMATE for Mobile - Component

제품의 구성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위검증 및 결함관리에서 운영 서비스 관리까지 지속적인 품질측정 및 개선이

손쉬워 집니다. 

Business Service 
Monitoring

Unit Tester

Real time Monitoring

통계 분석

결함관리

Unit Tester는 이미지 패턴 매치
방식으로 매우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일/시간별통계데이터를제공하며, 
오류건수, 평균응답시간및
최대응답시간등을도출합니다.

시나리오생성및계획을작성하여
스크립트와 Agent(Control PC) 연결하고
Agent별 모니터링으로실시간수행내역을
확인

실시간으로응답시간및 오류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서비스의변화를감지하여
즉각대처및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대상업무중실패된이벤트는자동으로
결함에등록이되며, 간단한결함관리를
수행하실수있습니다. 

* Component 별 상세 설명은 첨부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CHECKMATE FOR MOBILE
QUALITY & MANAGEMENT



3. CheckMATE for Mobile

CheckMATE는 기존 스크립트 코딩방식이 아닌 이미지 인식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눈으로 보고 판단 하는 것과 동일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cript 작성과 Object 인식방식의 기존 제품들> <이미지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한 오류 판단>

• 해당 UI Object 를 인식하는 방식

• 소스변경에 따른 자동화 스크립트 재 개발 공수

• 개발자 변경 시 기존 스크립트 사용 불가

• 스크립트 개발/변경에 개발자 필요

• 테스트 수행 시간 동안 오류 검증 확인 필요

• 사용자의 눈으로 보는 UI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식 (인식속도 0.2초 이내)

• UI 변경 시 해당 UI 캡처만으로 스크립트 수정 완료

• 개발자/담당자 변경 시에도 테스트 로그확인 만으로 시나리오 작성

• 실 사용자와 동일하게 UI 터치만으로 스크립트 자동 생성

• 테스트 수행 시간 동안 Record 기능으로 언제든 해당 오류 확인



3. Private Cloud Devices

CheckMATE는 Private Cloud Devices(PCD)로 테스트를 위한 기기 공급에 고객의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PCDOSX MavericksOSX El Capitan

Windows 7Windows 10

Safari Chrome iExplorer

4.x 5.x 6.x 7.x

Samsung

iOS 10.x iOS 11.x

LG Nexus Sony

PRIVATE SHARED
REAL DEVICES

PRIVATE NETWORK

iOS 9.x

* Private Cloud Devices(PCD) 서비스는 2017년 7월 시범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PRIVATE CLOUD DEVICE



3. 서비스 구성도

CheckMATE는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품질 및 장애 분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UNIT TESTER

• Script Records

• Script 검증

• 미러링 테스트

• Test Report

• Image 인식

• 로컬 및 원격

Device 테스트

• 스크립트 배포

• App 배포 자동화

PCD
PRIVATE CLOUD DEVICE

CHECKMATE BSM

Windows, Linux, OSX
• Scenario play

• 테스트 예약관리

• 실시간 감시

• 통계 분석

• 결함 관리

• Transaction 분석

• Report

• 사용자 관리

java

WAS

RDBMS

AGENT

PRIVATE NETWORK



3. 실 Device 통한 사용자 경험

실제 Device를 통한 모니터링 통해 서버 측 관점이 아닌 실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영향과 그 근본 원인을 연결

하고 영향을 받는 서비스 수준 계약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트랜잭션 상세분석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 및 성능
문제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
니다.

CheckMATE Agent

다양한 사용자 그룹별 반응 시간 비
교(예: Android 장치 및 iPhone, PC 
비교)

CheckMATE Agent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알림 수신
사용자 만족도를 성능 및 비즈
니스 메트릭에 매핑

위치 서비스 검증

지역별로 위치한 Agent를 통해 서비
스 가용성에 대한 가시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다중기기 테스트 - Mirror

Mirror 기능으로 동시에 여러 대의 기기 테스트 수행

H/W 컨트롤 / 편리기능

Device 회전, APK 배포, App 실행, App 종료, 실시간

Device 자원확인 등의 강력한 기능으로, 개발된 App이

OS 버전 별/제조사별/모델 별로 어떠한 성능을 나타내

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H/W 컨트롤 / 편리기능

CheckMATE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Mirroring Testing 

은 한대의 기기만의 조작으로 복수개의 기기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스트 수행시간을 5배 이

상 단축시킬 수 있으며, 비용 역시 아낄 수 있습니다.



3. 금융권 보안모듈 테스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각종 계좌조회 등 실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궁극적인 측정 기준인 최종 사용자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

니다.

보안 사이트 검증

PC, Mobile 공인인증서 등의 보
안사이트 비즈니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3. H/W 연동 테스트

디바이스 제조사 마다 OS 및 기본앱과 H/W 간 이상이 없는 지 연동은 잘되고 있는 지 테스트를 수행 합니다.

무선랜(WIFI) / 카메라 모듈 / 디스크 읽기,쓰기 등 H/W 이상유무 및 기본앱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도출합니다.

카메라 연동 테스트

카메라 모듈이 정상 동작하는지 기
본앱과 연동하여 테스트

무선랜(WIFI) 테스트

무선랜(WIFI) 모듈이 이상이 있는지
호환 테스트

디스크 I/O 테스트

디바이스 내 있는 파일을 복사 삭제
등 I/O 테스트를 함으로써 디스크 문
제 확인



3. 영상 녹화기능 - Recorder

야간/정기 수행 뿐만 아니라, 모든 테스트 수행 시 Recorder 기능을 이용하여 발생한 지점의 성공/실패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

고, 각 기기 별로 저장되는 결과파일로 테스트 수행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입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입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입니다.><실제 테스트 결과 입니다.>



3. 지난 이력 분석

수행된 모든 결과에 대해 해당 이력을 테스트 이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Action의 전/후를 비교하여 성공 유무와 해당 위

치에서 동영상 플레이어로 이어져 테스트 시점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액션 전/후를 손쉽게 비교

CheckMATE에서는 테스트 수행 후 지난 이력을 전/후

로 손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테스트 결과분

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 테스트로 인한 비용을 줄여

드립니다.

선택된 위치에서 바로 동영상 로그보기로

이동이 가능하여 재 테스트 수행 없이

오류 분석이 가능 합니다.



3. How to Implement to your process

설계

Test Case 설계

Defect Mate

테스트 자동화

단위 테스트 수행

Unit Tester

품질활동

Defect 개선

결함관리

Int. Test/SIT/UAT

테스트 수행

BSM, 실시간, 통계분석

운영/유지보수

품질 측정 관리

BSM, 실시간, 통계분석

단위검증 및 결함관리에서 운영 서비스 관리까지 지속적인 품질측정 및 개선이 손쉬워 집니다. 



3. Product Road Map & List

CHECKMATE BSM
인터넷 뿐만 아니라 PC 내에서 구동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검증 및 성능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

CHECKMATE FOR MOBILE
iOS/Android 기반의 실제 Device에서 구동되는 모든

App에 대해 테스트 자동화 수행 및 모니터링 솔루션

RUNNING MATE
대량의 시스템 부하테스트 솔루션

DM
DEFECT MATE
요구사항부터 Test cases, Defect 통합관리 솔루션

PRODUC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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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제품 특장점

CheckMATE는 기존 제품들보다 우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테스트환경을 지원합니다.

• 비표준 GUI 환경에서도 정교한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 오브젝트 인식으로 인한 비정형데이터 테스트 및 검증

• S/W, HW 조작 없이 테스트 가능

• 하나의 스크립트로 OS와 해상도가 다른 다양한 테스트

테스트 자동화로
테스트 생산성 향상

정확하고 빠른
테스트 /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 비표준 GUI 환경이란?
- Web, Win32 control, Flash, X-Internet, ActiveX 등

• 응답URL Header 및 Body에서 변수화가 가능하여 테스
트 결과에 대한 자동 판정

• 디바이스의 성능 모니터링 및 실시간 차트 제공

• 오류 및 실패 항목은 자동으로 결함관리 목록으로 분리

• 다수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동시 테스트 가능

• 한대의 Agent PC에서 20~30여대 모바일 단말기 지원

• 실시간 화면 갱신 / 매칭 속도(동영상 플레이 테스트 지원)

• 디바이스별 정보 검증 기능으로 제품의 패치 불필요

One-Script Multi-Test

별도의 기기 조작 없는 테스트

이미지 및 오브젝트 인식기술

테스트 결과 자동 판정

실시간 처리속도

모바일 미러링 수동 테스트

대시보드 모니터링

신규 모바일 기기 출시에 따른 패치 불필요



첨부1. 제품 특장점

CheckMATE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기능 차별화 / 기대 효과

변수 생성

• Javascript 및 VBScript 언어를 지원함으로써 스크립트의 유연성과 3rd Party 검증이 용이

• 암복호화 지원으로 전문형태의 검증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검증이 가능

• 전문 테스트 및 외부 API 호출 검증 지원

Application의 전문내에서의 모든 정보 변수화
• 이미지 검증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전문내의 모든 정보를 변수화하여 검증 포인트로 사용 가능함으로서
명확한 테스트 지원

트리형태의 Level 3~5기반의 자동화 보고서
지원

• 차세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L5 기반의 보고서 양식 생성하기 위해 제품내에서 손쉽게
Level 조정 가능

결함 관리
• 별도의 버그관리시스템 필요 없이 제품에 결함관리 기능이 내장되어 제공

• 주기적인 결함관리가 가능하며, 대규모 사이트가 아닌 경우 제품 내 기능으로도 커버



첨부1. 제품 특장점

CheckMATE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기능 차별화 / 기대 효과

패치 없이 신규 디바이스 테스트
• 신규 디바이스 출시 후 신속한 테스트 가능(별도의 패치과정 필요 없음)

• 타사 제품의 경우 약 1주일 ~ 4주일 시간 소요

App 파일 자동 배포 • App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경우 테스트 기기마다 새로 설치 해야하는 문제점 해소

App 소스 수정없이 테스트 • 타사 제품의 경우 테스트를 위해 App 소스에 테스트를 위한 Library를 포함시켜야 함

디바이스 내 모든 오브젝트 테스트

• App이 아닌 메인 화면, 메시지, 전화 등 디바이스 내 모든 대상 오브젝트 테스트

• 기기내 모든 정보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테스트 및 검증

• 타사 제품의 경우 App 내부의 오브젝트 정보만 테스트 가능

정확한 페이지 전환 매칭
• 화면 전환 시점에서 로딩화면이 나타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함

• 검증포인트의 편의성 증대

입력 필드 탭 상태 체크
• 입력 필드 탭 시 키 입력이 가능한 상태인지 체크 기능

• 검증 포인트의 정확성과 편의성 증대

이미지 스와이프 기능 • 모바일 화면 중 시작 포인트 이미지에서 마지막 포인트 이미지까지 자동 스와이프하는 기능

원클릭으로 Device Rotation • 원클릭으로 디바이스 가로 / 세로 화면 전환기능 제공



첨부1. 제품 특장점

CheckMATE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기능 차별화 / 기대 효과

디바이스 동시 검증 기능 • 스크립트 작성 후 기기별 검증 시 동시 검증 기능

Stop / New Start / Continue 기능
• 테스트 수행 중 오류 및 이슈 발생 시 Stop / New Start / Continue 기능 제공

• 타사 제품의 경우 오류 및 이슈 발생 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디바이스의 해상도 자르기 기능
•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별로 다중 스크린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

• 사용자 정의 해상도를 설정하여 소스 수정 및 제품 패치 없이 테스트 가능

스크립트 자동 생성 기능

• 스크립트 작성을 클릭 기반으로 자동 생성

• 스크립트 이벤트 생성 전 자동 검증 제공

• 스크립트 작성 시간 단축

Recorder 기능 • 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해 동영상 파일을 남겨 이후 오류 및 성능저하 원인 판단



첨부1. 제품 특장점

CheckMATE는 다양한 환경과 정확한 테스트 수행을 위해 경쟁사 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능 차별화 / 기대 효과

명확한 다중해상도 지원

• 디바이스 및 이벤트별 자동 학습기능으로 명확한 다중해상도 지원

• 타사 제품과 같이 다중 해상도의 경우 스크립트를 계속 재수정해야 하는 작업이 불필요

• 테스트 스크립트 관리가 용이하고, 시간 절감

• 타사 제품의 경우 다중해상도는 매칭 점수를 임의로 낮추어 수행하기 때문에 테스트 오류 확률 증가

다수의 모바일기기 수동테스트 지원
• Agent PC 1대에서 동시 수행 가능한 모바일기기 20대 ~ 30대 수동테스트 지원

• 타사 제품의 경우 최대 5대 모바일기기 지원

디바이스 자원 사용현황 제공
• 기능별 디바이스의 CPU/Memory 사용현황 모니터링

• 기능이 시작하고 종료되는 명확한 시점 확인

트리형태의 Level 3~5기반의 자동화 보고서
지원

• 차세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L5 기반의 보고서 양식 생성하기 위해 제품내에서 손쉽게
Level 조정 가능

모든 핫 키 수행 기능
• 모든 하드웨어 키 및 단축키 등을 제공하고, 동시키 스크립트 생성이 가능함으로 스크립트가 타사 제품에
비해 경량해짐

스크립트 파일 Append 기능
• 단계 및 부서,기능개발 담당자 별 스크립트 Append 기능으로 공통 테스트 관리와 통합 테스트 스크립트 생성
기능 제공



첨부2. Unit Tester

스크립트 작성 및 단위 테스트 수행 모듈을 제공 합니다.

간단히 이미지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동작으로만 스크립트

작성이 가능하며, Windows, Web, C/S, 동영상, X-Platform, 

ActiveX 및 제약이 없습니다.

기본으로 이미지 패턴매치 방식으로 화면을 인식합니다.

• 하드웨어 조작 없이 테스트 가능(루팅X, 탈옥X)

• 보안모듈 및 결제 테스트 가능

• 단말기에서 직접 스크립트 작성, 

이미지 영역 및 오브젝트 스크립트 작성

• 실시간 화면 갱신 속도 및 매칭 속도

(동영상 플레이 테스트 가능)

• 소스 내 코드 삽입 없이 자동화 된 플레이



첨부2. Business Service Monitoring

시나리오 생성 및 계획을 작성하여 스크립트와 Agent(Control PC) 연결하고 Agent별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수행내역을 확인

가능 합니다.

시나리오 생성 및 계획을 작성하여 스크립트와 Agent(Control PC) 연결하고
Agent별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수행내역을 확인



첨부2. Real time Monitoring

CheckMATE 예약 기능을 이용하여, 주요 트랜잭션에 대해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예약된 수행을 통해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상시 모니터링

24x7 예약된 모니터링을 통해 우
선적으로 최적화 해야 할 부분을
효과적으로 파악 가능 합니다.

성능 지속개선

사이트 성능이 개선/악화되고 있는지, 
안정/불안정한지, 최신 릴리스가 성능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



첨부2. 통계 분석

- 월/일/시간 별 통계 데이터 제공

- 오류 건수 및 응답시간(평균, 최대) 데이터 제공

각종 차트와 지난 이력 정보 조회

통계자료/각종 차트제공과 더불어 성능모니터링 결과

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난 이력조회에서는 그 당시 수

행되었던 자료화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 비교분석

이 매우 용이합니다.



첨부2. 결함관리

대상 시나리오 중 실패된 이벤트는 자동으로 결함에 등록이 되며, 간단한 결함관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2. 전문 테스트 수행 및 검증

UI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 내 Application의 경우(MCI, EAI) 해당 전문을 정의 하여 자동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전문 내 모든 데이터는 변수처리가능하며, 응답된 전문/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 UI기반의 테스트와 연계하여 수행 가능합

니다.

요청 및 응답에 대한 전문 결과와 오류 원인을 도출

오류 코드인 404,500 등 상세분석이 가능하며, 구간별
성능 수치를 제공



첨부5. SW 테스트 자동화 동향

15 Test Automation Trends of 2016 (1/4)

1. Mobile Testing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테스팅이 지속적으로 테스트 자동화의 정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모바일 DevOps,앱 마켓이 활성화될 수록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 영역은

더욱 빠르고 크게 성장할 것이다.

<Gartner 에 따르면, 2017년까지 모바일 앱은 2,680억 이상 다운로드될 것이고 770억 달러의 누적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 Testing of Big Data & Predictive Analytics

빅데이터와 예측분석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빅데이터 이행 품질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 품질관리가 부실할 경우 다양한 장비,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구조화가 결여되어 있거나 파손된 경우 오류를 일으키고 결국 비용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 따라서, 테스팅과 품질 우선 경향이 뜨거운 개발 경향으로 지속될 것이다.

3. APIs & Micro Services Testing

API 를 사용하는 기업 어플리케이션이 증가하면서 어플리케이션간의 연결성을 테스팅하는 중요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상품의 시장 출시를 빠르게 하는 마이크로 서비

스의 특징은 이 분야 테스트 자동화 경향을 높일 것이다.

4. Web Services & SOA Automation

API 와 Micro Services 테스팅과 마찬가지로 웹 서비스와 SOA 아키텍처 테스팅 역시 어플리케이션의 End-to-end 성과를 체크하는데 중요한 포지셔닝을 한다.

5. Lifecycle Testing

기업은 소프트웨어의 End-to-end lifecycle 자동화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단위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SW 테스터들에게는 특정 기능 테스트만 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전체 생애 주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력 개발

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첨부5. SW 테스트 자동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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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figuration Management Automation, Chef & Puppet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테스팅과 많은 부분의 QA 자동화를 달성하려면 형상관리 자동화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조, 기능, 작동과

특성, 버전과 테스팅에 대한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Chef, Puppet, Docker와 같은 툴 등이 이런 형상관리 자동화를 지원한다.

7. Shift Left Testing with TDD & BDD (Test-driven development & Behavior-driven development)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초기부터 결함 분석을 하고 빠른 피드백을 하여 개발 시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여 전체 과정을 최적화시키는 활동을 “ Shift Left”라고 한다. 초기 결함 분석은 결과적

으로 개발 비용을 줄이므로 , 기업은 Shift Left 테스팅 사용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Indeed.com 에 따르면, 기업의 39%는 Shift-left 테스팅과 함께 TDD와 BDD를 사용하고 있다. >

8. Virtualization & Containerization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출시의 속도를 높여준다. 최근 자동화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빨리 테스트해서 출시하고 환경에 맞춰 유지관리할 것인가 이

다. Virtualization & Containerization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커다란 트렌드 중의 하나로서 테스팅을 위한 코드를 별도 분리시켜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혼돈을

제거해준다. 이를 통해, 자동화와 이슈 발견을 보다 빠르게 해준다.

9. Agile & Collaboration Tools

개발자, 테스터, 운영 엔지니어들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협업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IDE와 같은 툴은 같은 프로젝트팀의 협업을 도와주는 도구 중 하나 이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애자

일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테스팅 자동화가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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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evOps

협업 효과를 높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DevOps로써 이를 도입하는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개발자, 운영자의 역할을 조금씩 더 테스터의 역할과 융합시켜 나가고 있다. 역할과

역량의 오버랩핑이 애자일 개발 사이클에 맞기 때문이다.

<Google Trends 에 따르면, 기업의 67%는 DevOps 원칙을 도입하고 있으며 cross-functional 스킬의 혜택과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있다.>

11. Merger of QA and Developers Roles

DevOps 의 도입은 개발자, QA/Testers, 비즈니스 분석가, 제품관리자 사이의 역할을 분리하여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구분을 파괴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들은 조만간 개발자와 테스터의 역할이 합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 Automation with Continuous Integrations

개발자들이 테스터 전문가와 현황을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양 측은 서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피드백을 요청할 것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통합 자동화를 필요로 하게 한다.

13. IOT & Hardware Testing

IOT 는 성장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약 500억개 이상의 사물이 다양한 연결 방법과 센서를 사용해서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에 맞춰 사물

의 전방위로 테스팅을 해야 한다. 즉, 하드웨어 테스팅 역시 2016년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IOT 테스팅의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 IOT를 말하고 있을 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대해 더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테스터들에게 하드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뜻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 Jonathon

Wright, the Director of Hitachi -



첨부5. SW 테스트 자동화 동향

15 Test Automation Trends of 2016 (4/4)

14. Security Parameters

IOT 로 치닫고 있는 산업 구조 때문에 보안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데이터와 정보의 해킹이 없어야 하며, 손실이나 부적절한 사용이 방지되어야 한다. IOT 산업의 발전은 곧 보

안 산업의 발전을 말한다. 따라서, 보안은 분명히 테스트 자동화 영역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 World Report에 따르면, 80%의 사람들은 보안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라고 한다.”

15. Selenium Wrapper Automation

Selenium 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테스팅 프레임워크로 자동화 테스트를 위한 여러가지 강력한 기능을 지원해준다. 기업의 Selenium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도구들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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