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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 트웨어(SW) 용이 산업 반으로 확산되

어 SW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소 트웨어

(SW) 테스 분야는 세계시장에서 결정 인 비즈

니스 요구사항이자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미개발 지 인 SW테

스 은 그 요성에 한 인식부족과 경험부족, 

SW테스 을 체계 으로 배울 수 있는 스승이나 

시스템 부족으로 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고  

테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다면 SW테스 에 한 인식을 확산시키

고 선진국의 앞선 경험과 축 된 지식과 기술을 

단기간에 효과 으로 받아들이면서 SW테스  

인재를 양성하기 해 우리에게 가장 략 으로 

합한 방법은 무엇일까? 동시에 고품질에 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을 갖기 해 국내외 산업  시장동향, 기술  

테스  표 화 동향, 테스  트 드  실무 내용

과 지식 등을 알고 앞서갈 수 있는 최 의 인재양

성 방법은 무엇일까? 

2. SW테스팅 인재육성의 필요성

충분한 피해가 일어나기 까지 발견되지 않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SW의 결함이 SW장

애(software failure) 보다 더 험할 수 있다. 휴

폰, 자동차의 리콜 등의 사례에서 보여졌듯이 

SW에 내장된 결함이 있을 경우 체 비즈니스가 

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SW테스 은 단지 

기술 인 분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암시하

는 의미는 훨씬 크다. 이 듯 SW테스 과 테스

 인력에 한 필요성에 해서는 산업 반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지만 실 으로 SW테스

에 한 인식이나 고  테스  인력은 턱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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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난제를 풀기 해서는 우선 으로 기업과 

정부가 앞장서서 SW테스 을 문분야로 인정

하고 그 요성을 인지하고 이 인식을 으

로 확산하는 것이 선무일 것이다. 략  산업

의 기술개발지원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나아가 

이를 충분히 테스트해서 그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제산업경쟁력 향상의 필수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 인식이 확산되어 SW테스 을 문직으

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역이 넓어지고 

이런 테스  문가가 개발과정에서도 필수 역

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기서 나아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로벌 시장에서도 SW테스  인재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와 학은 물론 기업이 긴 하게 

력하여 업에 종사하는 테스터나 테스트엔지

니어가 선배에게 문성과 실무  노하우를 배우

고 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한 해외시

장 테스  모범 실천법, 국제 표 화 등의 선진 

테스  노하우를 할 수 있도록 한 학습체

제를 마련해 으로써 고품질에 한 요구가 강

해지고 있는 로벌 시장에 처하고 앞서나가는

데 직 인 도움이 되는 략 이면서 효율 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3. SW테스팅 교육 현황

국내에서 도입단계에 있는 만큼 재 SW테스

을 체계 으로 배울 수 있는 기 이나 학습시

스템은 아직까지 다양하지 않다. 먼  취업 의 

인력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학, 학원이나 

사설 교육기 의 강좌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인데 

아직 련학과와 교육기  수는 한정 이다. 

재 SW테스 을 학부과정에서 다루는 곳은 건국

학교, 카이스트, 이화여자 학교, 동국 학교, 

북 학교, 청강문화산업  등이 있으며 학원

에서 SW테스  공 석박사가 제한 이지만 배

출되고 있다. 특히 강원 학교 산업 학원에 

2010년 석사과정이 처음 신설되어 25명의 업계 

테스  련자가 수강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차 SW테스  련 문 석박사 과정이 차

으로 신설되리라 망된다. 

SW 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테스 을 

체계 으로 배우는 방법은 개인차원 혹은 기업의 

직무교육차원으로 민간교육센터에서 강좌를 듣

는 것이다. 국내 SW테스  커뮤니티 모임인 

STEN(Software Testing Engineers Network)에 따

르면, 개인의 경우는 주로 실무에서 테스 의 필

요성을 인식했거나 는 개인경쟁력 향상과 경력

리 혹은 이직을 고려해 배우는 경우가 부분

이다. SW 품질향상을 한 테스  문기술의 

필요성으로 테스 을 직무교육 차원으로 독려하

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SW테스 을 가르치는 교육기 으로는 ㈜STA

컨설 과 한국정보통신기술 회(TTA) 외 SW공

학 교육기  등이 있다. 재 국내 SW테스  교

육의 90%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STA컨설 의 

교육과정은 국제 SW테스  자격제도인 ISTQB 

(International Software Testing Qualifications 

Board) 지식체계와 SW테스  국제표 인 ISO/ 

IEC 29119를 채택, 반 하고 있다. 

교육의 종류는 크게 ISTQB FL(Foundation 

Level) SW테스  실무교육1), ISTQB AL(Advanced 

Level) 테스트 매니 /분석사2) 과정의 기본교육

1) SW테스  Foundation 과정(4일): 테스 의  기본컨셉 

습득을 목표로 반 인 개념학습  실습, 테스  

로세스와 계획, 테스트 기법과 테스트 이스 작성, 테
스  략과 자동화 학습

2) SW테스  Advanced 과정(4일): Foundation Level의 
심화과정으로 테스트 조직  정책, 리스크기반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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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테스  로세스 심사/진단,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테스 , SW 기능 안 성 보증, 사용성 

테스 , 오 소스 툴 활용한 C/C++ 품질강화, 리

스크 기반 테스 , 애자일 개발과 테스  등의 다

양한 분야를 다루는 특화교육으로 나뉜다. 외에 

정부지원 교육, 맞춤형 사내교육, 력교육  온

라인/블 디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보통 강좌와 함께 테스  련 자격증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은 교육을 통해 습

득한 기술과 지식을 입증하고 인증 받는다는 의

미로써 실무교육  기업의 직무교육 후 평가자

료로 쓰이는 경우가 일반 이다. 

4. SW테스팅 자격증 현황 

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SW테스  련 

자격증은 한국 소 트웨어 테스  자격 회(KSTQB)

가 주 하는 국제 자격증인 ISTQB와 한국정보통

신기술 회(TTA)에서 주 하고 있는 CSTS 

(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가 있다. 외에 

미국 심으로 운 되고 있는 국제자격증인 CSTE 

(Certified Software Test Engineer)가 있지만 재 

국내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유럽과 미국을 심으로 시작된 ISTQB국제자

격증은 국내에 2005년에 도입되어 꾸 히 응시자

와 취득자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어로 시행된

다. CSTS자격증은 2008년에 시작되어 조 씩 취

득자수를 늘려가고 있는 민간자격증이다. CSTE

는 국제자격증이지만 독립된 비 리국제조직을 

기반으로 자율 으로 운 되는 ISTQB와 달리 미

국의 리기업이 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기

, 테스트 규모산정  계획수립, 테스트 수행 리 등

을 학습하며, Test Manager, Test Analyst, Technical 
Test Analyst 의 세가지 모듈이 있다.

도입 후  수요가 어 재는 응시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게 테스  련자격증의 꾸 한 확산추세

는 산업의 SW화에 따른 기업들의 품질향상에 

한 요구증가, SW테스  문기술의 필요성과 이

직이나 경력 리에 한 직장인들의 심도 향상 

등의 이유로 보인다. 아직 도입단계라 지식체계

나 학습경로가 제 로 확립되어있지 않은 국내 

테스  분야의 실정에서 국내외 으로 공인된 자

격증제도를 활용해, 일정기간 학습 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효율 이며 효과 인 

인재양성의 도구  하나이다. 특히 세계 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 테스  지식체계의 학습과 

습득은 축 된 경험이나 멘토가 부족한 국내 

실로 볼 때, 굳이 해외에서 공부하지 않고도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제표 과 모범 실천법을 

악하게 하여 로벌경쟁력을 갖춘 테스  인력

을 양성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5. ISTQB 국제 SW테스팅 자격증을 

통한 인재육성 방안

5.1 ISTQB (International Software 

Testing Qualifications Board) 란?

ISTQB는 “Promote and Advance SW Testing 

as a Profession”을 모토로 2002년에 시작된 테스

 자격시험제도로, 유럽과 미주 등지에서는 SW

테스  분야 취업에 필수 인 자격증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단일하면서도 보편 으로 수용되는 

국제자격제도를 지원하기 해 SW테스  지식

체계(Syllabi) 제작, 련용어(ISTQB Glossary of 

Testing Terms) 정의, 인증  자격시험 리 등의 

로세스를 제정하는 국제비 리단체이다. IST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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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STQB 총회 모습(2010년 7월) 일본

(그림 2) 국내 ISTQB 자격증 시험광경
<표 1> ISTQB 자격증 취득자 추세. 2010년 7월 
(Historical Total Certification Growth Trend)

에서는 한국지부인 KSTQB(Korean Software 

Testing Qualifications Board)외 세계 52개의 

멤버보드(2010년 말 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

으며, 연간 3~4회의 정기총회와 투표과정을 거쳐 

운 차와 지식체계가 제정되고 운 된다. 벨 

 모듈별 지식체계의 제작부터 자격시험 리까

지의 모든 활동이 회원국의 테스  련 문가

들이 소속된 다양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을 통해 자발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ISTQB는 표  지식체계(syllabus), 련용어 

 샘 문제 등 자격증 련 자료들을 인터넷

(www.istqb.org) 으로 공개하고 있어 구나 쉽게 

다운받아 볼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세계에서 가

장 완성도가 높은 테스  련 문서로 리 알려

져 있다. 

ISTQB 국제 SW테스  자격증의 특징을 정리

해 보면 아래와 같다. 

․150여명 이상의 세계 테스  문가들이 

자발 으로 개발하여 50여개 이상의 국가에 

제공되고 있고 이미 15만 명 이상이 취득한 

로벌 자격증

․선진국 업에 종사하고 있는 테스  문

가들의 실무  노하우, 기술과 지식이 고스

란히 녹아있는 함축  지식체계로  업무

를 지원하고 보완

․국제 SW테스  표 (ISO/IEC 29119)과 직

으로 연계되어 있어 국경을 넘어 다국

 로젝트에서도 활용과 용 가능

․특정국가, 기업, 개인에 의존성이 없는 국제

비 리기 에서 제정되고 운 되므로 높은 

투명성과 신뢰도 유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발족 후 

ISTQB자격증 취득자는 꾸 히 늘어 2010년 7월

까지 총 155, 234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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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STQB 자격증 레벨 및 모듈과 교육과정 체계

5.2 국내 ISTQB 현황

국내에서는 KSTQB에 의해 2005년 처음 도입 

후 2009년까지 5년 간 2600여명이 응시하 고, 

2010년 한해 동안에만 1000명 가량이 응시해 응

시율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지난 11월 치러진 연

말 정기시험에는 260명 가량이 응시해 70~80명 

선인 평균 응시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SW테스 의 요성을 인식하

고 있는 국내 선도기업  인사평가 기 에 

ISTQB자격증 취득여부를 포함하거나 KPI(성과

지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연내에 자격

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과거응시자의 부분이 업계 종사자 던데 비

해 최근 학생, 학원생의 응시가 늘고 있는 것

도 특징이다. 이는 취업 비를 한 목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SW테스 을 문직으로 인

식하는 분 기가 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ISTQB자격증에 한 기업체의 심도도 

증가해 교육과 시험에 직원들을 보내고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자 하는 문의도  늘어가고 

있다. KSTQB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까

지 국내기업  가장 많이 ISTQB 자격증을 취득

한 곳이 약 360명 가량으로, 이외에 100~200명 

이상의 직원이 취득한 업체가 두 곳, 20~100명의 

자격증 보유인력을 갖춘 기업이 11개, 다수의 자

격증 취득자가 있는 곳은 수백개로 집계된다. 최

근 교육과 함께 자격증을 사내 KPI로 선정하는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5.3 ISTQB 국제자격증 제도와 테스팅 

인재양성

의 “3. SW테스  교육 황”에서 일부 소개

했듯이 재 시행되고 있는 ISTQB 자격증 벨

과 모듈은 (그림 3)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TQB 지식체계

와 련 자격증은 테스  문분야  진로와 직

결돼 있다. 기반지식체계이며 자격증인 CTFL은 

SW테스  문가는 물론, QA, 개발자, 유지보수

자, 기술지원 련자, 비즈니스 분석가  기획자

도 알아야 할 SW테스 의 기 와 기반지식을 다

룬다. CTAL은 테스트 리자, 테스트 분석  설

계자, 기술  테스트 분석가 등을 상으로 각 분

야별로 문화된 지식체계를 갖는다. CTEL은 

문분야를 더 세분화하여 테스트 자동화, 보안 테

스 , 테스트 로세스 개선, 테스트 리 분야 

등의 문지식을 체계화하고 있다. 

테스  실무자가 문성을 체계 으로 확보하

고 성장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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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단계 과정 특징 제공 학습 모듈 연관 SW테스팅 전문 분야

기초 과정:
ISTQB CTFL

(Certified Tester 
Foundation Level)

SW테스팅의 가장 보편적인 컨셉과 관
련된 전문용어에 대한 기본적이고 표
준적인 지식수준을 배우도록 한다. 
CTFL 자격증은 실무경험을 요구하지 
않으며 좀 더 심층적이고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한 Advanced Level로 가는 
징검다리 과정

공통

∙ SW 테스팅 및 QA 관련자 (임베디드, IT융합, 
패키지, 금융 등 전분야 포함)∙ SW개발 테스팅 관련자∙ SW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술지원 관련자∙ 비즈니스 분석가, 기획자

중급 과정:
ISTQB CTAL

(Certified Tester 
Advanced Level)

ISTQB CTFL 자격증과 최소 2년 이상
의 실무경험을 요구하며 전문적인 테
스팅 지식과 스킬을 평가

Test Manager (TM)
∙ 테스트 리드∙ 테스트 매니저

Test Analyst (TA)
∙ 테스트 설계자∙ 비기능 테스팅 전문가

Technical Test 
Analyst (TTA)

∙ 개발 테스팅 전문가∙ 테스트 환경 및 자동화 등 테스트 인프라 
전문가

고급 과정:
ISTQB CTEL

(Certified Tester 
Expert Level)

ISTQB CTFL 및 CTAL 자격증 최소 하
나의 모듈자격증을 요구하며 일련의 
특정 테스팅 영역/주제에 따라 해당 영
역 테스팅 전문가가 보유해야 하는 전
문지식과 기대치를 정의하며 실제적용
사례 위주의 자격교육과정을 제공한
다. 최소 50%이상의 과정이 실습과 토
론으로 진행

Test Automation ∙ 테스트 자동화 전문가

Security Testing ∙ 보안 테스팅 전문가

Improving the Test 
Process

∙ 테스트 프로세스 심사(진단) 및 개선 전문가

Test Management ∙ 테스트 총괄 관리 전문가

<표 2> ISTQB 국제 SW테스팅 자격제도체계와 관련 전문 분야

까지 가장 입증된 방법은 ISTQB 지식체계구조를 

활용하는 것이다. 를 들어, 테스트 자동화 문

가를 목표로 한다면 CTFL 지식체계를 습득하고 

실무경험을 쌓은 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CTAL 

테스트 분석가(Test Analyst) 모듈과 기술  테스

트 분석가(Technical Test Analyst) 모듈의 지식체

계를 습득하고 심도 있는 실무경험을 쌓은 후 각

각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마지막으로 CTEL의 테

스트 자동화(Test Automation) 모듈의 지식체계

를 학습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당 분야의 

문가로써 객 으로 인정받는 경력을 가져갈 수 

있다. (<표 2 참조>)

ISTQB는 업계의 니즈를 토 로 만들어진 지

식체계  자격증 제도지만 이는 학에서도 여

러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이 화두인 학의 경우에는 그 활용도가 

훨씬 높다. 기본 으로 CTFL지식체계는 SW개발

과 SW공학 련학과에서 교재로 사용될 수 있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질 경우 취업 가능

성을 높이고 취업 후 업무에도 직 인 도움을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와 국 등지에서는 

이미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확산되는 추세이다. 학에서 ISTQB를 

인재양성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은 뒤의 <표 3>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ISTQB회장을 맡고 있는 야론 베리(Yaron 

Tsubery. 이스라엘)에 의하면 2011년 반에는 약 

200,000명의 자격증 취득자가 상된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2,500여명의 취득자가 상되

며 이는 세계 총 취득자의 약 1.25%를 차지한다. 

이것은 SW테스 을 상 으로 늦게 도입한 다

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로 국내

업계  학계, 정부 련기 에서 ISTQB 지식체계

를 더 극 으로 활용하는 실리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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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단계 학습 모듈 대학/대학원 과정도입 예  제안 커리어 패스 

기초 과정
ISTQB 

Foundation Level
공통

학부과정에 필수과목, 선택과목이
나 계절학기 과목으로 도입. 방학특
강도 고려 가능.

∙ 졸업 전에 ISTQB CTFL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
업대비∙ 석사과정에서 SW테스팅을 전공하도록 유도 
(현 시점에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가장 쉬운 방
법 중 한가지)

중급 과정
ISTQB Advanced 

Level

Test Manager (TM)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의 필수/선택 
과목으로 도입. 논문과의 연계성 높
은 지식체계 분야 선정

∙ 테스트 리드 및 매니저∙ 석박사 과정 전의 테스팅 및 QA경력자에게 테
스트 프로젝트 관리능력 배양

Test Analyst (TA) ∙ 테스트 분석 및 설계 전문가

Technical Test Analyst 
(TTA)

∙ 특정분야 테스트 자동화(및 툴개발) 전문가∙ 코드 레벨의 테스트 설계 및 (자동)실행 전문가

고급 과정
ISTQB Expert 

Level

Test Automation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선택 과목으
로 도입
테스팅 프로페셔널로써의 전문 지
식 심화 및 자기계발을 위한 참고 
자료 및 자격증 제도로 활용

∙ 전분야(TDD포함) 테스트 자동화 전문가

Security Testing ∙ 보안 테스팅 전문가

Improving the Test 
Process

∙ 테스트 프로세스 심사(진단) 및 개선 전문가

Test Management
∙ 테스트 프로세스 및 방법론 포함 테스팅 총괄 
관리자

<표 3> ISTQB 국제 SW테스팅 자격증의 대학/대학원 과정 도입안

6. 결 론

최근 아이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SW기술과 

품질은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의 인 인재들에 의해 이끌

어질 것이다. 따라서 SW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아

직 미개척지 인 만큼 앞으로 산업경쟁력의 열쇠

로 IT산업에서 으로 필요할 SW테스  

문인력 양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가장 효율

이며 효과 인 략을 가지고 근해야 한다. 

이 근법의 하나로 이 에서는 독립 인 국

제자격증제도의 활용에 해 언 하며 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속히 확산되고 있는 ISTQB 

국제 SW테스  자격증에 한 상세소개를 곁들

다. SW테스  인재양성에 ISTQB 자격제도가 

가지는 메리트는 <첨부>로 정리해 보았고, <표 

3>에서는 ISTQB를 학/ 학원 과정에 도입하

는 것과 이를 통한 진로  경력 리를 제안해 

보았다. 

취업을 비하는 비테스터는 물론 역에서 

근무하는 테스터, 개발자, 리자들이 ISTQB 자

격제도를 극 활용하고 에 언 된 장 들을 

취하도록 지원하기 해서는 먼  민간, 학계, 정

부 력구도로 SW테스 의 요성에 한 인식

환과 확 가 제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민

간주도의 국제자격증시험 운 을 한 차원 끌어올

려 업계와 학이 력하여 활용하고, 필요 시 정

부3)가 여하여 취업정책, 인사채용  핵심인재

양성 지원정책 과정에 자격인증체제를 제도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인재들이 국내의 

SW테스  분야의 수 과 제품 품질력을 세계시

장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비시켜야 하

며, 그 시기 한 무 늦어지면 안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 Yaron Tsubery, “ISTQB President Report_ 

Tokyo_GA_Meeting”, Oct., 15, 2010.

3) 정부가 여해야 하는 이유는 SW테스  분야가 기반

기술 성격이 강해 기업이, 특히 소기업이 자발 으

로 연구하고 투자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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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ISTQB 국제 SW테스팅 자격증의 가치

분류 ISTQB 국제 SW테스팅 자격증의 가치

개인 차원

∙ 선진 글로벌 테스팅 전문가들의 실무적 노하우, 기술과 지식이 녹아있는 테스팅 지식체계로 단기간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로 실무에 활용 가능∙ 국제 SW 테스팅 표준(ISO/IEC 29119)에 맞춰 제작되고 업데이트 되므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활용 및 적용 가능 
(해외 유학, 이민, 취업 준비)∙ 전세계 자격증 취득자 및 테스터들과 통일된 컨셉 및 언어로 소통함으로써 관련 지식과 기술, 이슈 및 트렌드 
등을 공유∙ 테스팅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지식의 습득과 인정(취업준비 등) ∙ SW 테스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이를 현업에 적용하는 노력을 통해 개인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 매일 당면하는 테스팅 업무에서 접하는 관련문제들에 대한 대처지식 및 기술을 증명할 기회를 가진다. ∙ 단계별 자격증 취득을 통해 경력관리, 커리어 관리가 가능하며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차별화 ‐ 관리자에게 전문성을 어필함으로써 수당이나 연봉인상에 긍정적 영향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혹은 독학으로 공부하는 등 학습방법이 자유롭고 관련자료를 구하기 수월하며 다른 
IT자격증에 비해 취득 후 유지가 까다롭지 않음

기업 차원

∙ 직원의 자기개발, 역량강화,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교육투자의 실습적 확인결과 ∙ 자격 갖춘 테스팅 인력에 의한 테스팅 진행으로 제품 품질향상 및 기업 경쟁력 향상 ∙ 통일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전사적인 테스트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확립하기 위한 기반 지식체계로 
활용 (예: Phillips, NDS Technology등의 글로벌 기업들 활용사례) ∙ SW결함과 장애로 인한 경제적, 신용평가적 비즈니스 피해 최소화 

국가 차원
∙ SW 테스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 업계 및 개발 관련자에게 확산 ∙ 글로벌 시장에서 SW산업의 경쟁력을 얻기 위한 인력양성과 핵심기반 마련 ∙ 아시아의 테스팅 허브(Hub)를 구축하는 초석마련 및 고급 SW테스팅 인력 네트워크 형성

[ 2 ] 권선이, “ISTQB 소프트웨어 테스팅 국제 자격

증”, 소프트웨어테스팅전문계간지 Testers 

Insight 2009년 여름호, Vol.3, ㈜STA컨설팅, 

pp.65-72, 2009.

[ 3 ] STEN, “2010 소프트웨어 테스팅 트렌드” 설문

조사 결과, 2010. 3, ㈜STA컨설팅.

[ 4 ] Erik van Veenendaal, “ISTQB Glossary of 

Terms Used in Software Testing Ver. 2.1”,  

ISTQB, 2010.04.01.

[ 5 ] 한국소프트웨어테스팅자격위원회(KST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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