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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유니티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테스트 자동화 툴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테스트 자동화 툴 중 AirtestIDE에 대해 소개하고, 이미지 캡쳐를 이용한 자동화 테스트인 Airtest와 

UI제어 인식 기반 테스트인 Poco를 안드로이드 앱에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각 테스트에 대한 장점과 단

점을 나열하여 앞으로의 테스트 자동화 툴이 더 나은 방법으로 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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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출시와 

업데이트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다. 출시와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질

수록 테스트해야 할 항목들은 점점 증가하게 되고, 모든 항목을 테스트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개발과 

품질과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발사들은 테스트 자동화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테스트 자동화란 여러 테스트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하며, 테스트 자동활 툴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경우 테스트 비용이 감소하고, 품질은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본 논문에서는 유니티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 테스

트 자동화툴인 AirtestIDE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윈도우 10에서 AirtestIDE Ver 1.2.9, 유니티3D 2021.1.7.f, 

갤럭시 S8, 안드로이드 9.0 버전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II. The Main Subject

2.1 AirtestIDE 소개

AirtestIDE는 중국의 넷이즈 게임즈 만든 테스트 자동화 툴이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AirtestIDE는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제작되

었으며 ‘Airtest’와 ‘Poco’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AirtestIDE

Airtest는 이미지 캡쳐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툴로 윈도

우, iOS,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지원한다. Poco는 UI 제어인식 기반 

테스트 방법으로 Unity3D, Cocos2dx, Android Native App, iOS 

Native App, WeChat Applet를 지원한다.

2.2 Airtest IDE를 사용을 위한 준비

먼저 Airtest ID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irtest.netease.com 사이

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해야 한다. Arirtest 사이트에서 

‘Download for Windows‘를 선택하고 ‘동의 및 다운로드’를 눌러 

zip파일을 받아 압축을 해제하고 AirtestIDE.exe를 실행하면 Airtest

를 사용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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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한다면 안드로이드 기기의 설정에서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하고 USB 디버깅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3 Airtest 사용

Airtest의 기능은 touch, swipe 등 디바이스 영역을 사용하거나 

sleep, snapshot 등 코드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Airtest를 사용하는 

예제 화면은 그림2와 같다.

Fig. 2. Use of Airtest

Airtest에는 Airtest Assistant라는 메뉴가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캡쳐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언제든지 이미지를 

불러와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테스트 자동화 툴의 문제 중 하나인 

이미지 인식률은 캡쳐한 이미지의 위치 값을 같이 저장해 이미지 

인식의 성공률을 높였다. 

하지만 테스트를 실행할 때마다 이미지를 인식하여 실행하기 때문

에 실행시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 기기의 스크립트 실행속도에 

따라 sleep값을 조절해줘야 한다. 중복되거나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 위치 값을 우선 적용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가 

여러 곳에 중복되거나 비슷한 이미지가 많아 여러 버튼을 클릭해야 

하는 클리커형 게임 같은 경우는 Airtest 기능으로 테스트하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2.4 Poco

Poco를 사용한다면 Airtest 프로젝트의 깃허브에서 Poco-SDK를 

다운받는다[2]. 다운 받은 Poco-SDK에 있는 Unity3D 폴더에서 

ngui, fairygui폴더를 삭제하고, 유니티 프로젝트의 스크립트 폴더로 

복사한다. 그리고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메인카메라에 

PocoManager.cs를 적용하면 된다.

Fig. 3. Use of Poco

Poco는 유니티의 캔버스와 패널 안에 있는 UI의 모든 값을 가져와서 

인식률이 높고 실행 속도도 빠르다. 하지만 앱으로 빌드를 하면서 

버튼, 텍스트 등 UI의 영역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기종이 아닌 기기에 앱을 설치하여 테스트 한다면 UI 영역이 어긋날 

수 있어 테스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Poco기능만 

사용하여 앱을 다양한 기기에서 테스트할 경우 일부 UI나 버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5 AirtestIDE 사용을 위한 가이드

AirtestIDE의 Airtest 기능은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 성공률은 매우 높지만 기기의 스크립트 실행속도에 맞춰 

딜레이를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Poco기능은 UI 영역을 선택하여 

스크립팅 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Airtest보다 빨랐지만 동일한 

앱을 다른 기기로 테스트 할 경우 상호작용에 대한 이슈가 있어 

이식률이 떨어진다. Airtest와 Poco의 장단점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Airtest Poco

장점
- 간편하게 사용가능

- 높은 이미지 성공률

- UI영역을 선택하여 테스팅

- 실행 시 딜레이 X

단점 - 실행 시 딜레이 - 이식률이 떨어짐

Table 1. Success Factors of AirtestIDE

각 기능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으로 Airtest와 Poco을 같이 사용한다

면 Airtest의 부족한 속도 부분을 Poco를 사용해서 속도를 올리고 

Poco를 사용할 때 UI 범위에 대한 이슈는 Airtest를 사용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보안을 한다면 Airtest IDE를 이용한 

테스팅의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III. Conclusions

현재 소프트웨어의 출시 이후 업데이트 주기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어 제품의 품질을 적기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자동화 툴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자동화 툴 중 AirtestIDE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미지 기반 테스트 방식은 쉽게 접근이 가능했지만 

스크립트 실행 시 기기의 테스트 실행속도에 따라 딜레이 값을 일일이 

넣어줘야 하는 문제가 보였고, UI제어 기반 테스트 방식은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로 테스트할 때 UI영역이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식률이 떨어졌다. 이 둘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결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본다면 테스트 자동화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AirtestIDE가 아닌 다른 테스트 자동화 툴도 다양한 

환경에서 추가적인 실험을 해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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