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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어 리 이션 소 트웨어의 시장은 여러 소 트웨어 시장  가장 많은 어 리 이션 소 트

웨어를 출시하고 있으며 모바일 어 리 이션에서 가장 요한 사용자와의 정보 교환 수단으로는 GUI 

가 있다. 재까지의 모바일 어 리 이션에서의 GUI 테스트 방법으로는 테스터가 한단계, 한단계 버

튼을 러가며 화면을 체크하는 원시 인 방법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

일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  화면 환의 경우 테스트 수행 결과를 로우 챠트 기반으로 표시함으로

써 GUI를 테스트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테스트 커버리지 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 GUI 모델

1. 서론

  모바일 어 리 이션 소 트웨어의 시장은 여러 소 트

웨어 시장 에서 가장 많은 어 리 이션 소 트웨어를 

출시하고 있다. 모바일 소 트웨어는 짧은 개발주기와 짧

은 생명주기로 인해 어느 구보다 먼  어 리 이션 소

트웨어를 출시해야 소비자를 확보하는 쟁 아닌 쟁

을 치르고 있다. 모바일 어 리 이션에서 가장 많은 사용

자를 확보하고 있는 컨텐츠 분야는 게임, 이미지 등 많은 

컨텐츠로 구성 되어져 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GUI를 

기본으로 하여 사용자와의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

   GUI는 Graphics User Interface의 약자로서 사용자가 

그래픽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상과 정보를 교

환하는 작업환경을 일컫는다. 나날이 변화하는 모바일 어

리 이션 소 트웨어의 GUI는 요 요소로 자리 잡았

고, 모바일 어 리 이션의 요 테스트 상으로 보여지

고 있다. 하지만 재 모바일 업체들에서 하는 테스트 방

법으로는 테스터가 한단계, 한단계 버튼을 러가며 변환

되는 화면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탈피하고 GUI 테스트를 자동화 할 수 있

는 GUI 테스트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우 챠트 기반의 모바일 GUI 

테스트 기법에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모바일 

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GUI 모델에 하여 살펴보고, 3장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신성장동력 핵

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2007-S032-01, 다

랫폼지원 모바일 응용 S/W 개발환경 기술 개발]

에서는 로우 챠트 기반 테스트 도구의 시스템의 구조에 

해야 알아보며, 4장에서는 데이터를 로우 챠트로 구성

하고 테스 하는 방법에 하여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모바일 상에서 GUI 모델

   모바일 상에서 GUI 모델은 화면의 상태(State)와 이벤

트(Event) 그리고 화면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모바일 상에

서의 GUI 출력장치는 단일의 LCD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각각의 정 인 화면을 화면 상태 변수 는 객체등에 

장하여 이용한다. 이벤트는 일반 으로 사용자가 버튼을 

름으로써 발생되는 이벤트를 뜻한다. 한 이벤트는 키 

이벤트를 통하여 화면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능으로 정의 될 수 있다. 화면은 어떠한 이벤트를 통하

여 화면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 을 경우에 출력

되는 LCD에 출력되는 최종 결과물이다. GUI 모델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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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바일 시스템 구조

(그림 3) Paint() 메소드

(그림 4) 직렬화 과정

(그림 5) 서버 구조

3. 시스템 구조

3.1 모바일 시스템 구조

모바일 시스템의 구조는 Realize Midlet 과 Test Midlet 

의 두 개의 Midlet의 구조로 되어있다. Realize Midlet은 

요 변수인 상태 변수와 이벤트 변수, 화면을 그리는 역

할을 하는 Canvas Class 가 있고 그 외에 Sound를 담당

하는 클래스나 네트워크 클래스, 로직 클래스등 다양한 클

래스들로 구성될 수 있다. Test Midlet의 구조는 상태 변

수와 이벤트 변수를 달받는 부분과 Canvas Class를 상

속받는 클래스와 네트워크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다. 모바

일 시스템의 체 인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모바일 시스템에서는 개발자가 구 한 코드에 테스트 

코드를 삽입 하지 않고 Test Midlet을 따로 두어 실제 

Realize Midlet을 상속받아 제작을 하고 이때 paint() 메소

드 부분에 아래 (그림 3)와 같이 테스트 수행 코드를 작성

한다.

이를 통하여 GUI 모델 즉 상태, 이벤트 그리고 화면을 

서버로 송한다.

이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으로는 상태 변수와 키 이

벤트 변수를 담고 있는 변수를 지정해 주여야 한다는 

이다. 로그래머가 사용하는 키이벤트 장 변수와 상태 

변수의 네이  규칙등이 다르기 때문에 Test Midlet 작성

시에 해당 변수들의 정보를 입력받아야 한다. 

한 모바일 로그래 에서는 객체의 직렬화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객체 직렬화 클래스를 제작하여야 한다. 

모바일 상에서는 Graphics 객체를 이용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상에서는 분석  가공할 수 있는 방

법이 없기 때문에 서버로 Graphics 객체를 송하여 서버

측에서 Graphics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객

체를 직렬화 하기 해서는  (그림 4)와 같이 직렬화를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직렬화 하고자 하는 클래스에 

인터페이스를 구 하여 다. Test Midlet에서 구 한 

Extends Canvas Class에서 직렬화를 하고자 하는 데이터

를 송하고 직렬화 클래스에서 직렬화를 한 후에 

Network Class에 달한다. Network Class는 직렬화 된 

객체를 서버에 Network를 통하여 송을 하면 서버측에

서는 직렬화된 데이터를 풀어서 원상태의 Graphics g 객

체와 상태 변수, 이벤트 변수를 얻는다.

3.2 Server 구조

Server는 Network Class를 통하여 송된 직렬화된 데

이터를 디코딩하여 원상태의 데이터로 변환한 후 데이터

를 동  화면 테스트 제외 로세스에 달한다. 동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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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동일 데이터 제거 방법

<data no=‘1’>

  <image>1.png</image>

  <state>start_menu</state>

  <event>none</event>

</data>

<data no=‘2’>

  <image>2.png</image>

  <state>main_menu</state>

  <event>Enter Key</event>

</data>

<표 1> XML 데이터

(그림 7) 로우 챠트 작성 도구 구조

<state name='start_menu'>

  <key_enter>yes</key_enter>

  <key_1>no</key_1>

  <key_2>no</key_2>

  <key_3>no</key_3>

   ...

</state>

<표 2> 상태 정보에 따른 키 이벤트 수행 XML

면 테스트 제외 로세스는 테스트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 결과화면만을 

분석하는 본 논문의 로그램 특성상 동 으로 변화하는 

화면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기하 수 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 인 화면만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한다. 동  

화면 테스트 제외 로세스에서 제외되고 남은 데이터는 

분석을 통하여 상태 비교와 화면 비교를 하여 서버에 해

당 데이터를 장해야 하는지에 한 단을 하게 된다. 

분석 처리는 아래 (그림 6)과 같다. 분석은 를 들어 

start_menu 상태에서 Enter Key를 러야지만 다른 상태 

즉 main_menu로 상태 이동을 하게 된다면 다른 키가 

러졌을 경우 데이터는 동일 데이터가 송되게 되어서 데

이터가 복되게 된다. 이 경우를 방지하기 하여 한 단

계 에 들어온 데이터와 송되는 데이터를 비교하게 된

다. 이 경우는 paint() 메소드가 다시 호출되는 상태에서도 

용된다. 

한 분석 단계에서 화면비교를 먼  하는 이유는 상태

는 같으나 이벤트에 따라서 화면이 변경될 경우가 있다. 

메뉴의 선택이 변경되어 이미지가 다를 경우등의 체크를 

하여 화면 비교를 하고 화면이 같으면 상태를 비교하게 

된다. 이벤트의 경우는  단계에서 어떠한 이벤트를 통하

여 재의 화면과 상태가 되었는지를 단하기 하여 이

용된다. 

분석 로세스가 종료되면 데이터를 분할하여 이미지와 

XML 데이터로 장하게 된다. XML 데이터는 아래 <표 

1> 과 같다.

한 로우 챠트를 작성하기 해서 분석 단계에서 화

면과 상태 정보가 동일하지만 이벤트가 다르게 발생되었

을 경우도 체크하게 된다. 데이터 장 도  동일 조건의 

입력을 방지하기 하여 수행하는 방법으로 키입력 정보

를 상태와 화면의 데이터를 심으로 하여 아래 <표 2>

와 같이 장하게 된다. 따라서 다시 해당 상태로 환 되

었을 경우 동일 키를 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된

다. 단 이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으로 많이 사용되는 

키인 CLR 키는 마지막에 입력되게 하여 CLR 키 이외의 

다른키가 모두 테스트 되었을 경우에 르도록 한다. 한 

체 로그램  한번이라도 사용되어진 키를 입력하여 

테스트 수행시간을 일 수 있다.

4. 로우 챠트 테스  도구

4.1 로우 챠트 작성 도구

 (그림 7)의 로우 챠트 작성도구에서는 장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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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개수 X 키 개수) / 체 러진 키 개수 * 100

<표 3> 테스트 커버리지

(그림 8) 로우 챠트

(그림 9) 테스  도구 구조

미지  XML 문서를 통하여 로우 챠트의 시작 과 분

할 들을 설정하게 된다. 변화 시 을 체크한 후 상태 변

수의 개수를 체크하여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하게 된다. 

테스트 커버리지는 아래 <표 3> 과 같다.

테스트 커버리지 계산을 한 후에 체 인 로우 챠트

를 작성하여 다. 로우 챠트는 아래 (그림 8)과 같다.

4.2 테스  도구

테스  도구는 로우 챠트 검증기와 로우 챠트 표시

기 그리고 테스트 수행기로 아래 (그림 9)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로우 챠트 검증기는 재 작성되어진 로우 챠트에 

하여 어느 부분까지의 테스트가 수행되어졌는지에 하

여 별한다. 한 로우 챠트 표시기는  (그림 8)에서

의 세로 부분인 상태 변환에 따른 로우 챠트 표시와 가

로부분에 해당하는 화면 변환에 따른 로우 챠트 표시방

법 두가지로 테스터 는 개발자에게 보여지게 된다. 마지

막으로 테스트 수행기는 Test Midlet을 생성하는 기능과 

에뮬 이터에서 키 입력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로우 챠트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

하고 이를 통하여 테스터 는 개발자가 로우 챠트를 

확인하여 이벤트에 따른 화면 환과 상태 환이 정확하

게 일어났는지에 하여 테스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 한 기존의 방법인 테스터가 으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문제  존재한다. 한 로그램이 커질 수

록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할 테스트 이스 수가 (상태 개

수 X 키 개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테스트 수행시간 

한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로우 챠트 테스트 기

법을 도입하면 키입력당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체 인 

수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로그램의 흐름을 쉽게 악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한 방향의 테스트 즉 화면 변

환에 한 테스트만을 테스트 하거나 상태 변환에 한 

테스트만을 테스트하는 방법등의 구체 인 테스트 수행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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