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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ective regression testing method in order to minimize the scope of 

test resulting from the modification of software and to prevent mismatch of test case and test objects. 

As a wa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ression testing which uses a change-centric testing technique, the method 

flow is analyzed and grasped through a static analysis based on source code in order to identify modified parts. After 

the order of priority is s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user action log-based dynamic analysis on identified regression 

testing objects, test effect can be raised by adjusting the order of priority using code complexity. 

Quality assurance coverage can be checked using the user action log suggested in this study, and the progress 

of test and whether or not each function has been verified can be checked, too. In addition, by minimizing test parts 

and adjusting the order of test, costs and time can be saved, making it possible to conduct regression testing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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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 트웨어 테스트는 소 트웨어의 문제 을 발

견하고 수정해서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한 활

동이다. 소 트웨어 시스템은 규모  복잡성이 증

가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체를 검증하기에는 

실 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

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일단 오류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은 테스트 범 를 선정한다. 그리

고 검증 항목에 한 개수를 최 한 게 도출해 

내는 방법이 필요하다(Leung and White, 1989). 

소 트웨어는 배포 이후 사용자의 요청, 오류 수

정,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경된다. 이

러한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품질 하를 막기 

한 회귀 테스트(Wikipedia, 2014)는 반드시 수행되

어야 한다. 회귀 테스트는 소 트웨어 유지 보수 

측면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지만, 소 트

웨어 안정성을 해 필수 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

동이다. 그러나 소 트웨어의 수정된 부분의 규모

와는 상 없이 체 범 를 반복해서 테스트 한다

는 것은 실 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모든 검증 

항목을 확인하는 체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

고, 변경된 항목과 향 받는 부분에 해서만 요

구사항 명세서를 확인하고 재검증한다(Rothermel 

et al., 2001).

본 논문은 회귀 테스트의 효율성 향상에 연구 

을 두고 있다. 변경코드 기반의 메서드 흐름을 

분석하여 수정된 로그램에 따라 검증 범 와 검

증 항목을 도출하고, 사용자의 활동에서 된 결

과와 코드 복잡도를 기반으로 우선순 를 부여한

다. 그러면 테스트 항목을 가감할 수 있어 사용자가 

소 트웨어의 오류를 발견할 확률을 일 수 있다

(Mei, et al., 2009). 이를 기반으로 변경 심의 효

율 인 회귀 테스트 범 를 산정한다. 그리고 호

출되지 않는 코드를 악한 후, 해당 부분은 검증 

상에서 제외하거나 우선순 에 따라 최소화함으

로써 테스트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비용 

비 시간을 약할 수 있다.

2. 련 연구

2.1 회귀 테스트의 문제

회귀 테스트는 소 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이후 

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반복 으로 검하는 

테스트다. 회귀 테스트가 반복 으로 필요한 이유

는 결함이 정확히 수정되었더라도 시스템이 의도

하지 않았던 오동작이나 새로운 형태의 결함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 트웨어 모듈의 

수정  추가 과정에서 기존의 소 트웨어에 악

향을 끼쳐 결함이나 오류를 래하는지를 재검증

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된다.

회귀 테스트 하는 가장 기본 인 방법은 로그

램 변경 후의 검증 항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다. 그러나 소 트웨어의 기능  요구사항이 추

가될수록 수행해야 하는 회귀 테스트 검증 항목도 

늘어나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증가한다는 단 이 

있다. 

<Figure 1>은 소 트웨어의 변경이나 추가가 

발생함에 따라 회귀 테스트의 검증 범 가 체 

범 로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 트웨어

의 오류 는 사용자의 변경 요청이 발생할 때 마다 

검증 범 는 차 증가하게 된다. 회귀 테스트의 

검증 범 가 증가 하면 변경 범 는 <Figure 1>

과 같이 1), 2), 3) 순으로 추가된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변경된 부분만을 검증하게 된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검증 범 를 축소하거

나 검증 항목의 우선순 를 부여하여 용한다. 

<Figure 1> Regression Testing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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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의 변경으로 인해 회귀 테스트 검증 

범 가 증가하는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문

제는, 검증 상과 검증 항목의 불일치로 인해 시

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변경이 발

생한 부분에 한 검증 항목이 락되거나 정확한 

데이터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로그램이 내포하

고 있는 오류나 결함을 식별하여 수정하기 어렵다. 

회귀 테스트는 반복 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증 항목은 회귀 테스트에서 가장 요한 요소이

며, 변경된 소 트웨어와 항상 동일한 검증 항목

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소 트웨어의 변경과 

함께 검증 항목이 추가, 수정, 삭제되어야 하지만 

락될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2.2 정  테스트 기법 

소 트웨어 테스트 기법은 정  테스트와 동  

테스트로 구분된다. 정  테스트란 소 트웨어를 

실행하지 않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정  

테스트 수행만으로 기에 결함을 발견할 수 있어 

결함, 수정, 비용을 일 수 있고 시간 인 면에서

도 효과 이다. 정  테스트 기법  메서드 흐름 

분석은 정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로그램에서 

실행되는 각 메서드가 호출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동  테스트에서 찾기 힘든 결함을 발견

할 수 있다. 정  분석 도구에 의해 하나의 로그

램을 구성하고 있는 단  로그램들 사이의 호출 

계를 call graph1)라고 한다.

정  테스트를 해 분석된 메서드는 실제로 변

경된 부분에 향을 주는 메서드를 찾아내는 과정

이 요구된다. 변경 향성 악을 해서 메서드를 

구분하면 <Table 1>과 같다(Lee and Kwon, 2011).

메서드의 호출 계를 정확히 악하고 검증 항

목과 소스 코드와의 의존 계를 분석하면, 어떤 검

증 항목이 어느 일의 특정 메서드에 해당하는지 

맵핑이 가능해진다(Tip and Jens, 2000).

1) call graph-호출 그래 .

<Table 1> Method Classification for Call Relations

Method 

type
Description

Source

function

∘Called by other method, but no other 

dependencies exist

∘Which means, no other call methods 
exist among the codes, except for

System call, and Library call

Sync

function

∘Calls other methods(doesn’t be called)
∘Has no effect on other methods than 

itself

Pipe

function

∘Can either call methods, or be called
∘Affected by the change in methods 

called

<Figure 2> Regression Testing Scope Example

<Figure 2>에서 (a)는 변경  메서드의 호출

계를 표 한 이고, (b)는 f3을 변경이 발생한 메

서드로 가정하고 f3이 호출하는 메서드들과 f3을 

호출하는 메서드가 다시 호출하는 메서드들이 

향성을 표 한 이다(Tim and Adam, 2009). 회

귀 테스트 시 검증 항목은 변경된 메서드와 향 받

는 메서드에 해당 하는 기능을 추출한다. 추가 인 

검증 항목은 사용자 활동 로그에서 된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한다.

2.3 동  테스트 기법

동  테스트 기법이란 사용자가 소 트웨어를 직

 실행시켜 보면서 소 트웨어가 상한 결과

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단하는 테스트 방법으로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로 분류된다

(Kim, 1999). 본 논문에서는 블랙박스 테스트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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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랜덤(Random) 테스트 는 애드-혹(Ad-Hoc) 

테스트의 방법을 활용해 사용자 활동 로그를 용

한 동  테스트를 수행하여 검증 항목 우선순  

지표로 활용한다. 

사용자 활동 로그란 웹 사이트 는 어 리 이

션에서 사용자의 행  패턴을 악할 수 있는 로

그 정보이다. 사용자 활동의 정의는 사용자가 화

면상의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거나 특정 항목을 실

행하기 해서 선택하는 일련의 흐름 정보들이다

(Kim, 2004). 실제 사용자의 사용 행 를 기록한 

로그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호출된 메서드와 상호 응하여 검증 항목의 가

치를 높일 수 있다.

3. 회귀 테스트 검증 항목 추출 

회귀 테스트 시, 품질보증 담당자는 정  분석을 

통해 변경된 메서드와 향 받는 메서드를 확인하

여 검증 범 가 선정되면 변경할 검증 항목을 수

정하고 락된 검증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을 한다

(Wikipedia, 2014). 검증 범 와 검증 항목이 비

되면 우선순 가 부여된 검증 항목으로 회귀 테스

트를 수행하게 된다.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사

용자 활동 로그를 수집하는 DB에는 지속 으로 

로그를 남기게 되고 해당 로그를 이용하여 품질보

증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이 가능하다.

<Figure 3> System Composition

<Figure 3>은 변경된 메서드와 향 받는 메서

드를 분석하여 가 치를 부여하고 사용자 로그와 

코드 복잡도를 활용하여 우선순 를 부여한 검증 

항목을 추출하는 회귀 테스트 시스템 구성도이다. 

변경 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변경 일을 체

크하는 스크립트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일을 

모니터링 한다. 변경 코드가 감지되면 변경 메서

드를 확인하여 검증 항목과 맵핑하고 메서드별 가

치와 사용자 활동 로그, 코드 복잡도를 분류하

여 우선순 를 조정한다.

3.1 검증 범   검증 항목 리 

본 연구에서는 회귀 테스트 시 효과 인 검증 범

 산정을 해 변경이 발생한 부분과 그로 인해 

향 받는 부분을 메서드 간 호출 계를 이용하

여 소스 코드와 검증 항목의 의존 계를 악함으

로써 검증 효율성을 높인다(Seo, 2013). 요구사항 

추가 는 기능 변경으로 코드 수정이 발생하여 회

귀 테스트 수행 시 검증 범 를 산정할 때, 변경-

심 테스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했을 때의 장 을 

도식화하면 <Figure 4>와 같다(Tim and Adam, 

2009).

<Figure 4> Change-Centric Testing

<Figure 4>와 같이 정량 인 검증 범 를 산정

하기 해, 품질보증 담당자는 메서드의 호출 계

를 악하고 검증 항목과 소스 코드의 계를 분

석하면 테스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Figure 5>는 변경 사항을 감지하고 정 분석을 



변경 메서드 기반의 회귀 테스트 검증 범  선택  검증 항목 우선순  선정에 한 연구    133

통한 call graph를 생성하여 변경된 메서드를 확인

하고 검증 범   검증 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내용이다. 검증 범 의 메서드가 확인되

면 체 검증 항목에서 변경된 메서드에 해당하는 

검증 항목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검증 항목 선

정을 한다.

<Figure 5> Modifications Monitoring, Test Cases

메서드의 호출 계가 악되면 변경된 메서드

와 변경된 메서드에 향 받는 메서드를 구분하여 

요도를 결정하여 우선순 를 부여한다. 변경이 

직 으로 발생한 메서드는 회귀 테스트의 요 

검증 범 로 우선순 가 가장 높다. 1단계로 향 

받는 메서드도 결함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고, 2단

계로 향 받는 메서드도 우선순 를 높여서 검증 

상에 포함해야 한다. 3단계 이상 향 받는 메서

드는 복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일반 으로 2단

계까지만 문제가 없다면 그 이후로는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Table 2> Weights for Call Relations of Methods

Methods Description Effects Weight

Changed
method

Method changed
by direct code
modification

High 5

Stage1-affected 
method

Method which
calls changed
method

Average 3

Stage2-affected 
method

Upper method of
a method calling 
changed method

Low 1

<Table 2>는 변경된 메서드의 호출 계별 평가 

가 치의 향도를 상, , 하로 분류하고 가 치

를 ‘상’은 5, ‘ ’은 3, ‘하’는 1로 정의하 다. 이에 

근거하여 메서드 호출 계별 가 치는 사용자 활

동 로그 가 치와 합산하여 추출된 검증 항목의 

우선순  지표로 사용하고, 우선순 가 같은 메서

드를 최소화하기 해 최종 으로 코드 복잡도를 

이용하여 우선순 를 조정한다. 

3.2 검증 항목 우선순  리

사용자의 활동 로그를 검증 항목과 맵핑하여 활

용하면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패턴을 보이는 항

목에 우선순 를 높일 수 있다.

 

<Figure 6> Log Analyzing System Composition

<Figure 6>과 같이 검증 항목의 우선순 를 

용하고 분석하기 해서는 웹 서버, 통계 서버, 통

계 DB, 분석 DB로 구성된 물리 인 시스템 역

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라우 와 웹 서버 사이

의 상호 작용에 의해 노출 로그, 클릭 로그, 사용

자별 로그가 웹 서버에 남게 된다. 검증 항목의 우

선순 를 사용자 행  시나리오인 서비스 페이지

별 노출 로그와 역별 특정 활동 로그인 클릭 로

그로 나 어서 용한다. 검증 시간과 일정이 부

족할 때 사용자 활동 로그 지표를 활용하여 우선

순 를 조정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면, 서비스를 이

용하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역과 기능에 

해서는 선 검수가 이루어져 오류를 발견할 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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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출 수 있다.

사용자 활동 로그를 분석한 후 변경된 코드와 

향 받는 코드에 해당하는 검증 항목은 실행 우

선순 를 높게 조정한다. 메서드별 가 치를 부여

한 뒤 추출된 검증 항목의 검증 우선순 는 

된 사용자의 활동 로그를 기반으로 가 치를 1회 

더 부여한다. 우선순 의 복을 최소화하기 해 

최종 으로 코드 복잡도를 활용하여 우선순 를 

세부 으로 조정한다(Thomas, 2008). 

변경 는 향받는 메서드에 포함되지 않은 메

서드에 해서도 체 회귀 테스트를 고려하여 호

출 는 노출빈도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여 사용

한다. 체 검정 범 에 해 테스트가 수행될 경

우, 호출 는 노출 빈도가 높아 가 치가 부여된 

검증 항목에 해서는 그 지 않은 검증항목보다

는 우선순 가 높아 체 범  회귀 테스트 시 우

선순 를 구분하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Figure 7> Flow Chart of Test Cases Weights 
and Prioritization

<Figure 7>은 메서드별 가 치를 부여하고, 사

용자 활동 로그의 노출 빈도  호출 빈도로 우선

순 를 부여하고, 코드 복잡도를 활용하여 검증 

항목별 우선순  정보가 장되고 있는 과정을 도

식화한 내용이다.

<Table 3>은 사용자 활동 로그 평가 항목별 가

치의 향도를 최상, 상, , 하, 최하로 분류하

고 가 치를 ‘최상’은 5, ‘상’은 4, ‘ ’은 3, ‘하’는 2, 

‘최하’는 1로 정의하 다. 단, 가 치는 호출 빈도

와 노출 빈도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가

치를 부여한다. 

   <Table 3> Weights for User's Activity Log 
Evaluation Cases

Consistency Conditions Effect Weight

Consistent 

with 

changing/

changed 

method

Call/exoposure freque-

ncy higher than 71%

Very 

high
5

Call/exoposure freque-

ncy higher than 31%, 

lower than 70%

High 4

Call/exoposure freque-

ncy higher than 0%, 

lower than 30%

Average 3

Inconsistent 

with 

changing/

changed 

method

Call/exoposure freque-

ncy higher than 51%
Low 2

Call/exoposure freque-

ncy higher than 0%, 

lower than 50%

very 

low
1

사용자 심의 활동 로그를 이용한 검증 항목의 

우선순 를 용 하는 방안을 5가지 항목으로 구

분하고, 우선순  척도의 세분화를 해 코드 복

잡도를 이용하여 2차 으로 우선순 를 보정한다. 

<Table 4>는 코드 복잡도별 가 치의 향도를 

최상, 상, , 하, 최하로 분류하고 가 치를 ‘최상’

은 5, ‘상’은 4, ‘ ’은 3, ‘하’는 2, ‘최하’는 1로 정의

하 다(So and Chae, 2005). 

<Table 4> Weights for Codes complexities

Consistency Conditions Effect Weight

Consistent 

with
changing/

changed 

method

Method’s complexity 

higher than 6

Very 

high
5

Method’s complexity 
higher than 3, lower 

than 5

High 4

Method’s complexity 
lower than 2

Average 3

Inconsistent 

with 
changing/

changed 

method

Method’s complexity 

higher than 6
Low 2

Method’s complexity 

lower than 5

very 

lo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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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사용자 활동 로그 가 치, <Table 4> 

코드 복잡도 가 치를 합산하여 우선순  지표로 

사용한다.

회귀 테스트 시, 변경된 코드에 향 받는 모든 

기능에 해 테스트를 수행해야 사용자가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제

약 때문에 변경된 기능과 그로인해 향 받는 주

요 핵심 기능에 해서만 검증을 하고 출시를 해

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Marnie, 2003). 이런 상

황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결함을 최소화하기 해 

사용자 활동 로그를 활용하고 코드 복잡도를 통한 

검증 범 의 우선순 를 조정할 수 있다. 우선순

는 아래 공식으로 사용하며, 소수 첫째 자리까

지 표 하고 반올림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한다.

우선순  = (메서드 호출 계+사용자 활동 로그 

+코드 복잡도)/3

각 가 치별 최고치는 메서드 호출 계 5, 사용자 

활동 로그 5, 코드 복잡도 5를 합산한 15으로, 세 

가지 지표의 가 치 합을 3으로 나 면 5로 우선

순 가 부여되고 최우선 검증 항목으로 추출된다.

<Figure 8>에서는 메서드별 호출 계 가 치와 

사용자 활동 로그 가 치의 합과 코드복잡도의 가

치를 가지고 3개의 등 과 각 등  범  값을 

보여주고 있다. ‘최우선 검증’ 항목의 경우 가 치 

평가 결과가 4 이상에서 5의 값을 가지고 되고, 

‘필수 검증’ 항목은 2 이상에서 3 이하의 가 치 

평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선택 검증’ 항목은 

가 치 평가 값이 2 미만의 값을 갖게 된다(So and 

Chae, 2005).

<Figure 8> Example of Test Case Selection

<Figure 8>과 같이 체 검증 항목에 해 가

치를 부여하여 우선순 를 조정한 뒤 품질보증 

담당자는 개발 담당자와 의하여 최종 으로 선

택 검증 항목에 한 가감을 결정해야 한다. 시간

 제약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우선 검증 항목과 

필수 검증 항목은 반드시 테스트가 이루어진 상태

로 소 트웨어가 출시되어야 한다. 선택 검증 항

목에 해서도 변경된 기능에 향을 받는 기능으

로, 테스트 진행 여부를 단할 때 소 트웨어 품

질을 높이기 해 제외 범 를 최소화한다. 

3.3 테스트 커버리지 향상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은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여 

테스트가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소스 코

드의 변경 과 후를 비교하여 테스트 커버리지 

차이를 악해야 한다. 소스 코드 변경 후 커버되

지 않는 부분에 해서는 검증 항목을 보완해야 

한다(Willliam, 2006). 

<Figure 9>의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시, 개발 

담당자와 품질보증 담당자가 상호 의한 기 을 

과할 때까지 검증 항목을 추가 는 수정한다.

<Figure 9> Test Coverage Examination Procedure

그러나 정  분석을 활용하여 코드 커버리지 측

정과 동일하게 품질보증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이 

가능하다. 각각의 메서드 정보와 기능 정의서가 

맵핑되어 있고, 해당 기능에 한 검증 항목 셋을 

가지고 있다는 제하에 코드 커버리지 측정과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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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gression Test Process

<Figure 10>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효율 인 

회귀 테스트 방법인 변경 심 테스 과 검증 항목

의 우선순  부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코드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코드의 변경 메서드를 악

하고 향 받는 메서드 계를 분석한다. 정  분

석을 통해 메서드별 계가 악되면 검증 항목과 

맵핑하여 검증 상과 검증 항목을 분류한다. 분류 

작업이 완료되면 회귀 테스트 시 검증 항목의 우

선순 를 부여하기 해 메서드별 호출 계와 수

집된 사용자의 활동 로그를 분석한다. 분석된 사

용자 활동 로그 지표를 활용해서 우선순  가 치

를 분류하고, 최종 으로 코드 복잡도를 활용하여 

가 치 척도를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회귀 테스트의 여러 우선순  화기법  가장 

비용 감 효과가 있는 것은 테스트 항목 우선순

 화 기법이다(So and Chae, 2005). 그리고 그 기

법을 본 논문에서는 메서드별 호출 계, 사용자 

활동 로그, 코드 복잡도를 이용하여 우선순 를 부

여하는 방법으로 제안했다. 검증 상과 범 를 도

출하고 해당 검증 항목의 우선순 에 따라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면 은 비용과 시간으로 효

과 인 회귀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추가 으로 회귀 테스트 수행 시 품질보증 테스

트 커버리지 측정도 같이 되어, 테스트 진척도  

수행 완료 범 에 해 쉽게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검증 항목은 기능과 맵핑되어 있고 해

당 기능은 메서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메서

드별 테스트 유무를 악하기 용이하다. 

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정  분석을 통한 회귀 테스트의 검

증 범 를 도출하는 방안과 사용자 활동 로그를 활

용한 검증 항목의 우선순  부여를 통한 검증 항

목을 가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실제 개발 

인 모바일 웹의 일부 기능에 용함으로써, 품

질보증 테스트 커버리지 향상  테스트 진척도 

측정, 효과 인 결함 발견 활동에 한 실험  결

과를 기술한다(Naver, 2014). 

 <Figure 11> Call Graph Creation Through Static 
Analysis

<Figure 11>은 변경사항 모니터링 모듈에 의해 

개발자의 소스 커 을 실시간 코드 변경 감지로 수

정이 발생한 메서드에 향 받는 메서드들을 정  

분석을 이용하여 call graph로 악한 그림이다.

검증 항목 맵핑 모듈에 의해 정  분석 후 생성된 

call graph를 이용하여 변경  향 받는 메서드에 

해당하는 검증 항목을 장된 회귀 테스트 체 검

증 항목에서 추출한다. 변경된 메서드별 기능에 해

당하는 검증 항목과 맵핑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가 치는 메서드의 유형에 따라 변경된 메서드, 

1단계 향 메서드, 2단계 향 메서드로 구분되

며, 각각의 가 치는 자동으로 부여되게 된다.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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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상 향 메서드는 체 회귀 테스트 시 검증 

상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함

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메서드인 변경 메서드, 1단

계 향 메서드, 2단계 향 받는 메서드에만 가

치를 부여한다. 

<Figure 12>는 사용자 활동 로그를 수집하여 각 

역별 노출 빈도와 호출 빈도를 보여주는 화면이

다. 로그 분석 시스템을 통해 클릭 로그와 노출 로

그를 분류하여 미리 지정한 역에서 데이터를 수

집하는 페이지 태깅 방식을 사용했다. 한, 페이

지 태깅(Page tagging) 방식을 이용하여 품질보증 

담당자가 테스트를 수행할 때 로그를 남겨 실제 

테스트 진척도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에도 사용

한다.

   <Figure 12> Log Analysis of Actual User's 
Activities

사용자 활동 로그 수집이 완료되면 맥 이  순

환 복잡도 메트릭(McCabe’s complexity metric)을 

이용하여 검증 항목의 우선순  지표를 추가된다

(Zhang et al., 2007).

<Figure 13>은 각 메서드별 코드 복잡도를 맥

이  복잡도 메트릭을 이용하여 나타낸 로그 일

이다. 로그 일의 최상단에는 변경 는 향 받

는 메서드가 치되도록 정렬하 다. 사용자 활동 

로그 가 치 부여가 완료되면 최종 으로 코드 복

잡도 가 치를 이용하여 우선순 를 용한다. 

<Figure 13> Code Complexity Analysis

<Figure 14> Application of Priorities

<Figure 14>는 검증 항목별 검증 우선순 를 부

여하기 해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가 치를 부

여한 결과이다. 실험 데이터는 메서드별 세부 으로 

기능 구 이 되어 있지 않고 공통 메서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검증 항목별 유사한 가 치가 나왔

지만, 일반 으로 공통 메서드를 제외하고는 세부

으로 가 치가 계산되어 나올 것으로 상된다.

검증 항목별 실험 데이터의 최종 검증 항목 수행 

순서는 최우선 검증 항목부터 필수 검증 항목으로 

악되어 선택 검증 항목 없이 모두 우선순 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택 검증 항목이 포함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 담당자와 의 없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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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검증 항목이 회귀 테스트 범 이며, 테스트 수행 

 검증 항목별로 메서드 가 치, 사용자 활동 로그 

가 치, 코드 복잡도 가 치를 기 으로 분석 모듈

에 의해 검증 항목의 검증 수행순서가 부여된다.

<Figure 15> Application of Test Priorities

<Figure 15>는 메서드별 가 치  우선순  부

여 모듈에 의해 <Figure 14>의 가 치 합계에 따

른 회귀 테스트 수행순서가 최종 으로 결정된 화

면이다. 

본 논문에서는 검증 범 와 검증 항목의 유효성

을 확인하기 해 회귀 테스트 수행 시 정  분석

이 가능한 코드를 심어 품질보증 커버리지 측정을 

했다. 우선순  부여가 완료되면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진척도 측정과 각 메서드별 품질보증 

커버리지 확인 후, 요한 로젝트의 경우 일별 

진척도 확인  각 메서드별 테스트 진행정도를 

악해서 테스트 커버리지가 낮은 메서드는 재확

인 과정을 거치거나 테스트 방법을 변경하는 작업

을 할 수 있다. 

<Figure 16>은 정 분석에 의한 유닛 테스트 커

버리지와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확인한 품질

보증 커버리지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상단 선 

역의 메서드들은 실험 제의 변경된 메서드와 

향 받는 메서드에 해당한다. 테스트가 진행 

인 상태인데 부분의 메서드에 해서는 유닛 테

스트 커버리지 보다 많은 부분이 검증되어 커버리

지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있다(Ikeda et al., 2014).

<Figure 17>은 로젝트 진행  회귀 테스트의 

진척도  메서드별 테스트 커버리지를 주기 으

로 확인하기 해 품질보증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

정한 화면이다.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특정 

기능에 해당하는 메서드가 호출되면 커버리지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추출된 검증 항목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변경된 메서드와 향 받는 메서

드에 해당 하는 검증 항목으로 테스트를 수행할수

록 커버리지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품질보증 

커버리지 측정을 규모 로젝트에서 용하면 

회귀 테스트 종료일을 측하거나 로젝트 진척

도의 일별 확인이 가능하여 로젝트 리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Figure 16> QA Coverage Examination 

   <Figure 17> Regression Test Coverage-Daily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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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eights for Codes Complexities

Cases Before After

Application of Weights
Less objective due to the QA 
administrator’s qualitative examination

More objective due to quantitative 
weights data from priority indicators

Possibility of dectection of 
effective faults or omission of 
faults

Faults can be omitted depending on the 
depth of QA administrator’s domain 
knowledge

Minimized possibility of omission 
due to consistent test cases

Performance elapsed time 
prediction

Can’t be predicted
Predictable due to previous test
history

Test cases maintenance
Modification/addition on the sector of 
effect is difficult

Possible to determine the exact 
sector of effect-easier maintenance

회귀 테스트 시 주로 사용하는 변경 기능  

향 받는 기능에 한 품질보증 담당자의 정성 인 

단으로 테스트하는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회귀 테스트 방법을 우선순  부여, 결함 발견, 

수행시간 측, 검증 항목 유지 보수 등 주요 항목

으로 비교하면 <Table 5>의 용 후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회귀 테스트의 유효성을 검증하

기 해 주기 인 품질보증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을 하여 변경된 소 트웨어가 릴리즈(Release) 가

능한 수 으로 검증이 되었는지 단하는 평가 기

이 되었고,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변

경된 코드의 메서드와 향 받는 메서드에 해 

테스트를 집 으로 진행하여 품질 안정화의 효

율성을 높 다. 기존의 회귀 테스트 방법과의 비

교 결과 <Table 5>의 우선순  부여 방법, 결함 

락 발견, 수행 시간 측, 검증 항목 유지 보수

의 항목에서 모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5. 결론  향후 연구 과제 

소 트웨어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복잡해

지고 지속 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소 트웨어

의 변경에 따른 품질보증을 해 회귀 테스트 단

계를 통해 결함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다. 테스트 수행  신규로 발견된 결함을 수정하

는 과정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결함이 있는지도 확

인하는 반복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 트웨

어의 기능이 추가될수록 실행해야 하는 검증 항목

도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  회귀 테스트 기법을 

이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검증 범  선정과 검증 항

목 추출  우선순  부여방법은, 변경된 로그

램의 효과 인 테스트와 검증 유효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제안한 회귀 테스트 방법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변경된 로그램

을 정  분석을 통해 메서드 흐름을 식별하여 검

증 범 를 선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변경된 

부분  향 받는 범 에 한 회귀 테스트 시 

사용할 검증 항목을 도출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는 도출된 검증 항목  검증 순서를 부여하기 

해 메서드별 요도, 사용자 활동 로그, 코드 복잡

도를 활용하여 최 화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네 

번째로는 품질보증 커버리지 측정을 통한 변경 

심 검증 방법에 한 유효성을 확인한다.

일반 인 회귀 테스트를 수행할 때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용할 때의 이 은 소 트웨어의 

변경으로 향 받는 부분만을 식별하기 때문에 요

도가 낮은 검증 범 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검증 항목의 우선순 는 사용자 활동 로그와 코드 

복잡도를 분석하여 검증 우선순 를 부여한다. 이

게 우선순 가 부여된 검증 항목으로 검증을 순차

으로 수행함으로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품질보증 커버리지 측정으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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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도 확인  기능별 검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

는 회귀 테스트의 효율성 향상에 한 연구다. 논

문에서 제안한 검증 방법은 정  분석과 동  분

석의 장 을 모두 조합한 방법으로 효과 으로 소

트웨어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드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된 코드에 해당하는 검

증 항목을 확인해서 검증 항목을 추가 는 수정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사람에 의한 수동

인 방법으로 락 는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있

다. 코드 커버리지 측정이 어려운 기능 변경이 없

는 쿼리 수정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변경이 발

생할 경우에는, 코드 변경을 인지할 수 없어 검증 

범   검증 항목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드 변경과 더불어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모니터

링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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