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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소 트웨어가 사회에서 하는 일이  더 증가함에 따라 소 트웨어의 개발비용도 함께 증가

하고 있다. 소 트웨어의 개발비용  에러를 찾아내는 소 트웨어 테스 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테스 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테스 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트

웨어의 기능 추가나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소 트웨어의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 트웨어 개발에선 개

발 기한이 다가올수록 회귀 테스트를 기피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소

트웨어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형상 리를 통해 소 트웨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회귀 테스트를 자

동으로 수행해주는 도구를 제안한다. 

1. 서 론

   일상생활에서 소 트웨어의 요성이  늘어 가고 

소 트웨어의 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소 트

웨어의 개발비용 한 증가하고 있다. 소 트웨어의 개발

비용 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는 소 트웨어

에 있는 에러를 찾아내는 작업인 소 트웨어 테스 [1]인

데 소 트웨어 테스 을 하지 않았을 시 소 트웨어에 

한 신뢰성이나 품질을 기 하기 어렵다.

 소 트웨어 테스  기법  하나인 회귀 테스트는 소

트웨어에 수정이 가해졌을 때 이 에 실행하 던 테스트

를 다시 수행하는 것이다. 소 트웨어는 개발 도 에 수많

은 수정이 일어나고 여러 개발자가 같이 개발할 때 더욱 

많은 수정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 트웨어의 

수정 도  의도치 않게 시스템 내에 버그를 유발하는 경

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회귀 테스트를 주기 으로 수행하

면 이 버그를 효과 으로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회귀 테

스트의 경우 개발이 진행될수록 더욱더 많은 비용이 소요

되고 이러한 부담은 로젝트 종료 시 이 다가올수록 회

귀 테스트를 기피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된다. 실제 우리나

라 소 트웨어 산업에서는 회귀 테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소 트웨어 테스 에 한 인식이나 시행이 많이 등한시 

되고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회귀 테스트를 자동으로 수

행할 수 있는 회귀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제안한다. 이 도

구는 개발자가 소 트웨어를 개발하면서 형상 리 서버에 

소스코드를 업로드 하면 변경된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테

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

여 개발자에게 제공하여 소스코드에 있는 에러 유무를 확

인할 수 있다. 결과 으로 개발자가 수정한 소스코드는 회

귀테스트를 통해 신뢰성이 증가하고 개발자는 회귀테스트

에 드는 비용을 온 히 개발에 사용할 수 있어 소 트웨

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련 연구

2.1 회귀 테스트 기법

   회귀 테스트는 소스코드가 수정되었을 때 시스템 내에 

의도치 않게 포함된 버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 에 수

행했던 모든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법인데 이 테스트는 많

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귀 테스트에 한 연구는 

임워크에 따른 테스  도구의 개발도 연구가 되고 있

지만 회귀 테스트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회귀 테스트 기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지

는데 지 까지 했던 모든 테스트를 다시 수행하는 Retest 

All, 테스트를 선택 으로 수행하는 Regression Test 

Selection, 테스트 이스에 우선순 를 매겨 수행하는 

Test Case Prioritization, Regression Test Selection과 

Test Case Prioritization을 히 섞어서 수행하는 

Hybrid Approach가 있다[4]. 이 논문의 도구에서는 모든 

- 536 -



2016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3권 제1호(2016. 4)

테스트를 다시 수행하는 Retest All을 이용하여 회귀 테스

트를 수행한다.

2.2 회귀 테스트 자동화

   최근 많은 소 트웨어가 GUI환경으로 개발되어 회귀 

테스트 자동화도구 한 GUI를 상으로 개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네이버에서 개발한 

GUITAR(GUI Testing Automation fRamework)[5]라는 

GUI자동 테스트 도구가 있다. GUI에서 수행하는 테스트

는 수행하는 시나리오를 장하여 장되어 있는 시나리

오 로 수행하여 테스트 자동화를 진행한다. GUI이외에도 

회귀 테스트를 지원하는 테스트 도구들이 있는데 수행방

식은 테스트 이스를 엑셀이나 다른 일들로 장하고 

테스트를 수행하면 장되어 있는 모든 테스트 이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회귀 테스트를 진행한다.

2.3 Maveryx

   Maveryx[6]는 이클립스 러그인 형태로 지원되는 테

스  도구이다. 자바와 안드로이드를 상으로 한 소스코

드와 GUI를 모두 지원하는 테스  도구인데 엑셀이나 

XML로 테스트 데이터만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테스 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도구의 회귀 테스트는 XML이나 엑셀 

형태로 입력 하여 두었던 이 의 테스트 데이터들을 모아

서 한번에 진행하는 형태로 회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

다. 하지만 이 도구도 개발자가 직  수행하여야 한다는 

에서 앞에서 지 한 개발 기한이 박할 때는 개발자가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이 남아 있다.

2.4 Visual Studio

   비주얼 스튜디오 에서도 MTM(Microsoft Test 

Manager)을 통해 테스 을 지원하고 있다. MTM은 비주

얼 스튜디오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개발언어에 하여 

테스트를 지원하는데 회귀 테스트 한 지원하고 있다. 

MTM을 이용한 회귀 테스트는 개발자가 테스트 이스를 

엑셀이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원하는 테스트 이스 

형태로 작성하여 장되어 있는 테스트 이스들을 한번

에 수행하는 형식으로 회귀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 MTM

은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는 시 이 소스코드가 수정된 시

이 아닌 시간을 기 으로만 회귀테스트를 자동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3. 회귀 테스트 자동화 도구의 구조

  회귀 테스트 자동화 도구의 구조는 크게 소스코드를 개

발할 수 있는 통합개발환경과 소스코드를 장, 회귀 테스

트를 진행하는 서버로 나  수 있다. 이 에 서버는 

DBMS, SVN, 테스트 모듈, 테스트 결과 보고서 생성 모

듈 이 게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IDE 모듈은 소스

코드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SVN은 IDE에서 

업로드된 소스코드를 리하고 테스트 모듈은 서버에 업

로드되어 있는 소스코드를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되어 있는 테스트 이스를 기반으로 회귀테스트를 수행

하고, DBMS는 수행할 테스트 이스와 테스트를 수행하

고 난 결과를 장하고, 테스트 결과 보고서 모듈은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회귀 테스트를 진행하고 

난 뒤의 결과를 출력해 다. 시스템의 체 인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3.1 통합개발환경(IDE)과 SVN

  개발환경은 C/C++를 기 으로 하며 이클립스 환경을 

가져와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 한다. SVN은 

SVNkit[7]라는 오 소스 API를 이용하여 각 기능들을 커

스터마이징할 수 있는데 서버에 소스코드가 업로드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테스트 이스를 출력하여 

개발자가 테스트 이스를 수정할 수 있도록 구 한다.

3.2 테스트 모듈

 테스트 모듈은 SVN에 업로드되어 있는 소스코드와 DB

에 장되어 있는 테스트 이스를 가져와 테스트 드라이

버를 이용하여 회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개발자가 기존에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일부

분의 테스트 이스도 수행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소 트

웨어의 테스  이외에도 ISO/ANSI 표 과 MISRA-C와 

같은 표 들의 해 개발되어진 소스코드들이 권고사항들

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한 소스코드에 한 분

석 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3.3 테스  결과 보고서

  테스  결과 보고서생성모듈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되

어 있는 테스트 결과를 개발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형태로 수행한 테스트 이스와 테스트 횟수, 테스

트 결과 등을 출력하여 개발자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개발

을 진행하면서 수행된 테스트의 결과를 지속 으로 개발

하고 있는 소 트웨어에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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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버 내부 구조

  그림 2는 서버에서 각 모듈들이 동작하는 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업로드하면 소스코드는 

SVN에 있는 코드 장소에 장되고 테스  모듈은 

SVN에 있는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테스트 이스를 가져와 테스트 드라이버에서 회귀 테스

트를 수행한다. 회귀 테스트가 수행되고 나면 데이터베이

스에 수행 결과가 장되고 보고서 모듈은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수행결과를 가져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신모듈을 

통하여 개발자에게 송된다.

3.4 시스템의 개발 용

  이 도구를 이용하여 로젝트의 개발을 진행할 시 로

젝트가 주기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다. 개발자가 소스코드

를 작성하여 SVN에 업로드 하면 테스트 모듈은 데이터베

이스에 장되어 있는 테스트 이스와 소스코드 장소

에 있는 소스코드를 가져와 회귀 테스 을 수행하고, 테스

트를 수행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그러면 테

스  결과 보고서생성모듈에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테스

트 결과를 가져와 개발자가 손쉽게 참고 할 수 있는 보고

서 형태로 출력하여 주고 개발자는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 개발 인 소스코드에 용할 수 있다. 이 도구의 장

은 회귀 테스 을 자동으로 수행하므로 소스코드를 수

정할 때에도 테스 으로 인한 개발자의 부담을 여 주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한 테스 을 수차례 수행 하 으므로 소 트웨어의 품

질과 신뢰성 한 보장 받을 있다. 그림 3은 의 과정을 

시 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회귀테스트 자동화 도구 시 스 다이어그램

5. 결 론

  본 논문은 소 트웨어 테스  기법  상 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회귀 테스 의 비용을 감하고 자동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 다. 의 도구를 이용하여 많

은 비용이 소요되는 회귀 테스 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소

트웨어의 수정을 통해 추가 될 수 있는 버그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의 시스템의 좀 더 확장하여 

분산 개발환경에서 의 시스템을 용하여 통합 으로 

로젝트를 리하는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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