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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잡하고 난해한 웹 응용을 이해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키기 한 

필수 인 과정이지만 실제로 이 과정을 제 로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 까지 웹 응용의 

테스트를 해 여러 가지 임워크가 제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임워크의 효율성은 어

떤 근법을 사용하느냐에 의존 인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웹 응용 상태를 표 하는 도메인 모델과 테스트 활동 그래 를 통해 객체의 활동과 

의존성을 표 하여 웹 응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기법은  웹 응용

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활동으로 모델링하여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효

율성과 편의성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웹 응용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화가 성공 으로 이

루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용자와 한 계를 맺으며 인

터넷 기반에서 웹 라우 를 통해 동작하는 소 트웨어 

로그램이다[1]. 따라서 이러한 웹 기반 시스템은 사용자

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해 잦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2][3]. 이러한 잦은 변경에 따라 기능의 성공 여부를 단

할 수 있는 테스트도 자주 수행되지만 이를 해 웹 응용

을 분석하는 것과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복잡하고 난해한 웹 응용을 이해

하기 쉽게 분석하고 테스트하여 품질을 보장하기 해 이

를 한 근법과 테스트 도구의 필요성 역시 증 되어지

고 있다[4]. 

  이를 해 JUnit, nUnit, CxxTest, JsUnit 등의 임

워크를 기반으로 테스트가 많이 사용되지만 테스트의 효

율성은 임워크보다는 근법에 더 의존 이다[5][6].  

본 논문에서는 웹 응용과 사용자간의 동작을 활동이라 정

의하고 이 활동을 주체로 하여 웹 응용의 분석  테스트

를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활동 지향 근법은 

웹 응용의 이해를 돕고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기 해 요

청/응답 기반의 HttpUnit을 사용하며 도메인 모델과 테스

트 활동 그래 로 구성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에 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활동-지향 

근법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이 근법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의 구  결과를 제시하며 5장에서 결론  향후 

과제와 함께 끝맺도록 한다.

2. 련 연구

  웹 응용의 분석을 통해 이해를 돕고 테스트를 효율 이

고 용이하게 하기 해 많은 연구가 진행 이다. 

  먼 , Ricca, Tonella는 정  웹 페이지 분석을 해 

UML을 이용하여 웹 응용 분석 모델과 련 테스트 략

을 제시하 다[2]. 하지만  웹 기술의 발 하면서 동

인 콘텐츠가 증가하게 되어 동  웹 페이지 분석을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Lee와 Offutt은 웹 기반 소 트웨어 시스템 컴포

트사이의 데이터 상호작용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을 

맞추어, 변경 분석 폼을 사용하여 XML 기반의 웹 응용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7]. 

  Elbaum, Karre, Rothermel은 웹 응용의 테스트 이스

를 생성하기 해 HTML 폼으로부터 얻고 이름-값의 

을 포함하는 “사용자 세션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8].

  Nilawar는 UML을 기반으로 웹 응용을 설명하고 

Use-case 기반 테스 과 Web compounds 단  테스 으

로 구성된 “combo testing"을 사용하여 웹 응용을 테스트

하는 근법을 제시하고 있다[1].

  Kung은 BDI 모델과 UML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 트 

기반 임워크를 발표하는 한편[9], 그래 로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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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기 한 설계방안인 그래  기반 테스트 방법을 

연구하 다[12][13].

3. 활동-지향 근법

  활동은 웹 응용과 사용자간의 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립 인 것과 의존 인 것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독립

인 활동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처음 상태를 의미하여 다른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 활동을 말하는 반면 의존 인 활동

은 실행을 해서 시스템이 어떠한 상태(이를 test fixture

라고 한다)를 이루고 있어야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근법을 우리는 활동-지

향 근법이라고 하며, 이 근법은 웹 응용을 테스트하기 

해서 다음의 4단계 과정을 따르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활동의 식별단계이다. 테스트는 시스템

의 모든 상황에 해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함이 없

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을만한 활동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게 결정된 활동을 test fixture가 필요한지 아닌지로 구

분하게되면 활동은 독립 인 것과 비독립 인 것으로 구

분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활동과 의존성을 나타내기 해 업

무 흐름 그래 의 화살표를 반 로 한 테스트 활동 그래

를 만든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 에서 i가 j

에 의존하면 화살표는 활동 i에서 j로 향하고, k가 i에 의

존하면 화살표는 활동 k로부터 i로 향하게 된다.

(그림 1) 테스트 활동 그래

  테스트 활동 그래 는 복을 제거함으로써 간략화되고 

이로 인해 더 효율 으로 된다.   이 그래 에서 활동은 

상 시스템의 기능을 테스트하게 되므로 테스트 이스

를 나타낸다.

  세 번째 단계는 활동 지향 테스트 모델을 개발하는 과

정이다. 이 테스트 모델은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온 테스트 

활동 그래 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크게 

DomainObject와 Activity 두 개의 클래스로 만들어진다.

  DomainObject 클래스는 웹 응용에서 사용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객체들을 표 하는 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며, 이 클래스는 도메인 객체들을 식별하기 한 id 

속성과 임의의 값을 생성하는 createRandom 메서드를 가

지고 있다. Activity 클래스는 도메인 객체를 사용하는 활

동을 나타내는 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이것

의 각 서  클래스는 활동을 수행하는 추상 메서드인 

execute를 구 해야 한다.

(그림 2) 활동 테스트 알고리즘

  마지막 단계로 활동 테스트 알고리즘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그림 2에서 활동 테스트 알고리즘을 보이고 있

는데, 이 테스트 함수는 모든 의존 인 활동에 해 재귀

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의존하지 않은 활동

에서 test 메서드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하

면 test 기능은 시스템의 모든 활동에서 어도 한번은 실

행될 것이다.

4. 활동 지향 근법 기반의 테스트 구

  구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메인 모델과 테스트 활동 

그래 를 사용하는 활동-지향 근법을 기반으로 웹 응용

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웹 응용을 테스트하도록 한다. 

이 테스트를 해서 선택한 웹 기반 응용 시스템은 제안

서 리 시스템이다. 이 제안서 리 시스템의 간단한 운

용 방식은 Admin이 Officer 계정을 만들면 Officer가 제안

서를 모집하고 Applicant가 제안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제

안서는 Evaluator에 의해서 평가되고 Staff이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3) Officer 생성  정보 수정 테스트 흐름

  그림 3과 같은 웹 응용의 흐름에서 그림 4의 구  코드

는 Admin을 test fixture로 생성하고 이 Admin이 Officer

계정을 생성한 후, 생성된 Officer의 정보  email 정보를 

변경함으로써 수정이 제 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소스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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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보 변경 기능을 테스트하는 코드

   그림 5에서는 일반 인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로

그인을 수행하는 기능을 테스트하는 코드이다. 이는 생성

된 웹 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폼 정보를 채우는 방식으

로 쉽게 웹 응용을 테스트 할 수 있다.

(그림 5) 로그인 기능을 테스트하는 코드

5. 결론  향후 연구 과제

  오  소스 기반의 HttpUnit을 이용한 요청/응답 기반의 

테스트 임워크는 웹 응용을 빠르게 테스트하지만 테

스트의 효율성과 테스트 코드의 유지는 임워크보다는 

근법에 더 의존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테스  

근법 의 하나로 사용자와 웹 응용과의 상호작용을 기반

으로 블랙박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활동-지향 근법을 제

안하 다. 

  이러한 활동-지향 근법은 DomainObject와 Activity 

클래스로 구성되어 웹 응용의 상태를 표 하기 한 도메

인 모델과 활동  의존성을 나타내어 웹 응용의 정확성

을 검증하는 테스트 활동 그래 로 이루어진다. 이 게 사

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기 로 하는 근법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해한 웹 응용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

해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활동-지향 

근법을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부분과 테스트 코드를 생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동 이고 반복 이므로 기존의 

근법이나 테스  방법과 마찬가지로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웹 응용

을 분석하여 활동-지향 근법을 기반으로 모델링하고 테

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욱 

증 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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