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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 되면서 모바일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는 79%의 시장 유율을 보여주

고 있다. 이와 같은 안드로이드의 빠른 성장과 마켓 시장의 확 에 따라 수많은 애 리 이션이 개발

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자 등록과 애 리 이션 배포 차가 비교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차

를 거치지 않은 애 리 이션이 얼마든지 배포될 수 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 개발단계

에서 충분한 테스트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단 테스트와 통합테스트를 통해 안드로이

드 애 리 이션의 완성도를 높이기 한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 다.    

Ⅰ. 서론

  2013년 8월 가트 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동기 최종 

사용자 상으로한 스마트폰 총 매량은 2012년 보다 

46.5% 증가하 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 2013

년 2분기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는 79.0%의 시장 유

율을 보 으며 애 리 이션 다운로드 수도 애  앱 스토

어를 앞섰다[1][2]. 이와 같은 안드로이드의 빠른 성장과 

마켓 시장의 확 에 따라 수많은 애 리 이션이 개발되

고 있다. 하지만 개발자 등록과 애 리 이션 배포 차가 

비교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차를 거치지 않은 

애 리 이션이 얼마든지 배포될 수 있다.

  안드로이드 랫폼은 다양한 랫폼간의 상호호환성을 

지원하지 않고 무료로 코드를 배포하여 제조사에서 자신

들의 디바이스에 맞춰서 수정 후 배포한다는 특징이 있는

데 이는 개발자로 하여  개발환경 외에도 다른 랫폼과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주게 된

다. 한, 사용자는 다양한 소 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욱더 좋은 품질과 많은 기능들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개발자에게 더욱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3].물론 구 에

서는 애 리 이션 테스트를 해 테스트 임워크와 

도구들을 제공한다[4].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테스트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첫째는 테스트 문지식이 

없는 개발자가 이를 활용하여 테스트 이스를 설계하고 

효율 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다는 이고. 

둘째는 이를 활용하기 해서 추가 인 교육이 필요하다

는 이다. 마지막 셋째는 테스트 패키지의 분리에 의한 

소스 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다. 따라서 애 리 이션

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보장하기 한 테스트 방법이 필요

하다[4].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테스

트 주도 개발방식(Test Driven Development)을 용하여 

기존 안드로이드 테스트 슈트의 활용방법을 개선하여 단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통해 좀 더 유연하게 애 리

이션을 설계하 다. 한 각각의 모듈에 한 테스트 

이스의 공유를 통해 테스트 이스의 객 성을 높 다. 그

리고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제 3자의 테스트참여를 해 

테스트 로우 GUI 시스템을 설계하 고 이를 통해 개발 

애 리 이션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 다. 편화에 한 

테스트 자동화를 해서는 다양한 버 , 렛폼에서의 구

동 테스트 에 소스코드 상에서의 체크를 선행 함으로서 

에뮬 이터 구동에 따른 시간을 여 효율성을 높이고 테

스트 결과를 정 체크에 사용함으로서 정 체크의 정확도

를 높여 체 테스트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 다. 

Ⅱ. 련연구

 2.1  안드로이드 테스트

Junit은 JAVA 로그램을 한 테스트 도구로선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클래스의 형태로 테스트 상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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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하고 해당 객체에 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실행 

결과 값과 기  값의 비교를 통한 테스트 결과를 출력하

도록 한다[8]. 사용자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객체  메서

드를 직  구 함과 동시에 특정 단 에 한 테스트가 

가능하므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Junit는 크게 4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테스트 이스 리. 소스 코드는 어디에 변화가 되

는지 한 이런 변화는 어느 부분에 향을 미치는

지 등을 Junit를 통하여 련되는 각 테스트 이스

를 테스트 스 트로 결합하여 테스트 한다.

테스트 코드 정의 즉 테스트 이스라는 것. 원시 

소스를 테스트할 요구에 따라 테스트 이스를 만든

다. 생성된 테스트 이스는 스 트로 추가할 수 있

다.

테스트 환경의 정의. 테스트 이스를 수행하기 

에 먼  환경을 설치  비 한다.

테스트 결과 검색, 정상 인 경우와 각종 비정상

인 경우에 나오는 수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

고 그 결과와 수행하기  상하는 결과와 맞는지 

완벽히 정의한다.[7]

안드로이드 랫폼에서는 Junit를 기반으로 테스트 한

다. 안드로이드 테스트 임워크의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안드로이드 테스트 임워크 구조

테스트 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JUnit : 일반객체와 메소드를 테스트하기 한 테스

트 이스 클래스와 Assert 클래스를 제공한다.

Test Case Classes : 기본 JUnit 테스트 이스 클

래스를 안드로이드 특성에 맞게 확장한 클래스 모음

이다.

Instrumentation : 생명주기를 독립 으로 제어 한

다.

Instrumentation Runner : 테스트 상과 연결하여 

구 된 테스트 이스 클래스들을 실행한다.

테스트 임워크는 테스트 하기 한 실행 환경만 제

공한다. 따라서 테스터는 직  테스트 이스를 정의하고 

이벤트를 발생시키거나 생명주기에 해 테스트하는 것을 

모두 구 해야 한다[5].

 2.2 안드로이드 호환성 로그램

구 에서도 안드로이드의 편화 문제에 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한 해결책으로 안드로이드 호환성 로

그램[6]를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호환성 로그램이란 모

바일 디바이스 제조업체가 소 트웨어  하드웨어 등 다

양한 역에서 안드로이드 호환성을 유지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으로서, 다음과 같은 3가

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Android Source Code: 안드로이드 임워크의 

체 소스 코드이다. 단말기 제조자  이동통신 서비

스 사업자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 하기  안드

로이드 소스 코드를 자신들의 비즈니스 략에 맞게 

수정하여 탑재할 수 있다.

Compatibility Definition Document(CDD)[7]: 안드로

이드 호환성 정책을 설명해둔 문서이다. 정책상 안

드로이드의 기본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할 일이 있

을 경우, Compatibility Test Suite(이하 CTS)로 테

스트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정 가이드라인 등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이다.

Compatibility Test Suite[8]: 수정된 안드로이드 

API에 하여 호환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 이스 집합이다. 디바이스를 제조 시 해당 

CTS 검사를 수행한 후 구 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

아야 한다. 개방형 랫폼의 특성상 CTS검사를 생

략하고 제품을 출시해도 되나, 그럴 경우 Google 

Search, Google Map, Google Market과 같은 구  

모바일 서비스(Google Mobile Service, 이하 GMS)

를 탑재할 수 없게 된다.

<그림 2> Compatibility Test Suite 수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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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ompatibility Test Suite은 JUnit을 기반으로 만

들어 졌으며, 약 23,000여개의 테스트 이스를 포함한다. 

이것은 직 으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림 2>는 실제로 CTS를 사

용하여 디바이스에 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화면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로그램이 

편화 문제를 제 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CTS를 통과하는 기 은 정확하게 밝 지지 않았으나 

재 상용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100%를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특정 디바이스에

서 문제가 발생하는 API를 사용하는 어 리 이션의 경

우, 해당 디바이스에서 정상 인 동작을 수행할 수 없다. 

한 CTS의 경우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한 호환성을 

검사하는 로그램이며 직 으로 개발 인 어 리 이

션을 상으로 어떤 디바이스에서 오작동을 하는지에 

해서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9].

Ⅲ.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설계

재 안드로이드 테스트 자동화 툴은 GUI 테스트에 

되어 있다. 개발완료 후 완성된 애 리 이션을 상으

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하 을 때 유

연하게 처하기 어렵다. 한 다양한 기기의 테스트를 

해 테스트 스크립트를 각각의 기기에 맞도록 제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구 에서 제공하는 테스트자동화 툴

(Android Test Suit)은 테스트를 한 환경설정과 테스트

이스 작성이 어렵고 테스트를 해 별도의 테스트 애

리 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로잭트 리소스 리에 어려

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테스트 스

크립트 자동생성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테스

트 이스 작성을 가능하게 하고 개발소스와 테스트 이

스를 분리하여 애 리 이션 소스에 테스트 소스가 포합

되 않도록 한다. 한 기존의 ATS에서 테스트 로잭트

를 별로로 생성하여 테스트 이스 소스를 리하기 어려

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동일한 로잭트의 소스폴더에

서 폴더를 다르게 생성하여 테스트 이스와 어 리 이

션 리소스의 통합 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다양한 기기의 테스트를 해서는 GUI테스트 로우 

디자이 를 이용하여 하나의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기에서 수정없이 바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고 

Drag-And-Drop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테스트 로

우를 작성  수정가능하게 하여 개발자외에 제 3자도 쉽

게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통합테스트를 해 별도의 서버에서 SVN을 이용하여 

모든 소스를 통합 리하고 개발자가 SVN서버에 소스를 

Commit하면 빌드와 테스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여 

반복 인 통합테스트를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하 다.

편화 테스트를 해서 코드체크에서 API 벨 체크

와 UI 디자인 련 체크를 선행하고 체크를 통과한 경우 

각각의 SDK 버 별 에뮬 이터와 각 밴더별 기기에서 실

행 테스트를 하도록 설계하 다. 한 테스트 결과에서 

API 벨의 오류내용은 다시 체크규칙을 생성하여 코드체

크시 체크항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하 다.

 3.1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DD 기반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은 크게 단  테스트 부분과 

통합 테스트 부분으로 나뉜다. 단  테스트 부분은 기존의 

ATS를 이용하여 서비스모듈(Service, Content Provier)의 

테스트 이스를 작성하고 GUI테스트 이스는 Activity

와 Layout.xml을 AST 분석과 XML 싱을 활용하여 UI

젯과 이벤트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GUI 테스

트 시나리오 디자이 를 통해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 통합 테스트 부분은 SVN을 통해서 변경된 소스를 추

출하고 이를 이용해 편화 체크를 한 코드 정 체크를 

한다. 체크가 완료되면 이미 작성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를 이용해 각 버 별, 벤더별 기기에서 실행 테스트를 수

행한다. 이때 테스트 실패 결과  API 벨 오류를 따로 

추출하여 체크규칙을 생성하며, 이 생성된 규칙을 정 체

크시 사용하도록 한다. 통합 테스트는 각 개발자가 SVN

에 변경된 소스를 등록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며 결과는 

웹상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 구조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체 구조도

3.2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흐름도

제안하는 시스템은 단 테스트를 통해 각 모듈별, 화면

별로 테스트를 하고, 각 단  테스트가 성공하면 통합테스

트를 하여 최종 으로 애 리 이션의 각 모듈의 연  

계를 이용하여 체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는 구조를 가진

다. <그림 4>는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의 테스트 흐름을 

나타내는 로우 다이어그램이다.

개발자는 개발하는 소스에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테스트 

이스 클 스를 생성하여 테스트 이스를 작성하고, 

GUI테스트 이스는 Eclipse GMF를 이용하여 테스트 

로우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여 단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

스트가 성공할때까지 단 테스트를 실시하고 성공하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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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테스트를 실시한다. 통합 테스트에서는 각각의 개발자가 

개발한 모듈을 통합하여 통합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 실행 테스트를 수행하기 에 소스코드 

정 체크를 통해 SDK에 종속 인 API를 사용하는지 체

크하고 이를 통과하면 실행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 결

과가 성공할때까지 이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는 소스가 변

경될 때 자동으로 실시한다. 

<그림 4>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의 테스트 흐름도  

Ⅳ. 결론  향후 과제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의 테스트는 GUI 테스트에 집

되어있다. 많은 상용툴이 사용자의 입력내용을 캡쳐하여 

이를 스크립트화 하고 작성된 테스트 스크립트를 자동으

로 실행하여 테스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테스

트 시나리오가 변경되면 사용자가 다시 처음부터 변경된 

시나리오에 따라 입력철차를 수행해야하는 불편함이있다. 

한 화면크기가 서로 다른 기기를 한 테스트를 해서

는 동일한 시나리오에 따른 입력 차를 각각 동일하게 수

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 기존의 테스트 자동화 툴은 완성된 APK 일을 

이용하여 테스트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유연

하게 처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의 테스

트에서 단 테스트와 통합테스트를 통해 테스트 자동화하

는 방법을 연구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 다. 기

존의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ATS(Android Test Suit)

의 용을 쉽게하기 해 어노테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애

리 이션 소스에서 자동으로 테스트 이스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를 수정하여 테스트 작업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 고, 빠른 GUI 단  테스트를 해서 기존의 

RPB(Record and Play Back)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화면

련 소스에서 정 으로 UI 젯을 추출하여 안드로이드 

개발도구인 Eclipse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드래그-엔-드

롭 방식으로 테스트 로우 디자이 를 이용해 쉽고 빠르

게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도록 하여 단  테스트 단계를 

빠르고 쉽게 진행할수 있도록 하 다. 한 편화 련 

테스트를 해 코드 정 체크를 통해 SDK별 API를 체크

하고 다양한 에뮬 이터와 기기에서 병렬로 동시에 실행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그 결과 안드로이드 개발 단계에서 좀더 유연한 개발이 

가능했고 테스트 이스의 공유를 통해 테스트 이스의 

객 성이 향상되어 테스트의 정확성이 높아졌다. 한 실

행테스트 결과를 정 체크에 사용함으로 불필요한 실행테

스트를 차단하여 체 테스트단계의 효율성이 증가하 다.

향우 연구로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각종 센서를 이용하

는 애 리 이션의 개발에서의 테스트 방법에 해 연구

하여 자동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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