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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a data-driven approach for software test automation at an online shopping site. Online 

shopping sites typically change prices dynamically, offer various discounts or coupons, and provide diverse delivery 

and payment options such as electronic fund transfer, credit cards, mobile payments (KakaoPay, NaverPay, SyrupPay, 

ApplePay, SamsungPay, etc.) and so on. As a result, they have to test numerous combinations of possible customer 

choices continuously and repetitively. The total number of test cases is almost 584 billion. This requires somehow 

automation of tests in settling payments.

However, the record playback approach has difficulties in maintaining automation scripts due to frequent changes 

and complicated component identification. In contrast, the data-driven approach minimizes changes in scripts and 

component identifica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data-driven approach to test automation is more effective than 

the traditional record playback method. In 2014 before the test automation, the monthly average defects were 5.6 

during the test and 12.5 during operation. In 2015 after the test automation, the monthly average defects were 9.4 

during the test and 2.8 during operation. The comparison of live defects and detected errors during the test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the test automation using the data-driven approach.

Keyword：Software Test Automation, Regression Test, GUI Automation Test, Data-Driven Approach, 

Online Payment System

韓國IT서비스學 誌
第17卷 第1號
2018年 3月, pp.155-170



156 Sungyong Kim․Daihwan Min․Seongtaek Rim

1. 서  론

인터넷의 생활화와 정보통신기기의 활발한 사용으

로 자거래는  더 증가하고 있다(Hwang and 

Jeong, 2016; Jo et al., 2013). 특히 제품과 서비

스를 구매하는  지불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

면서 자결제는 자거래의 핵심 인 요소가 되

었다(Bolt et al., 2003).

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몰은 무통장

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 계좌이체, 휴

폰결제, 립   치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

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 최근에는 여러 가지 간편 

결제 서비스(페이코, 페이나우, 카카오페이, 이페

이, 네이버페이, 시럽페이)가 등장하면서 빠르게 온

라인 쇼핑몰시장에 확 되었다(Kim et al., 2017; 

Jin et al., 2017). 이용률이 가장 높은 네이버페이는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11개월 만에 가입

자 1,500만 명, 가맹  약 10만 개,  거래액 1조 

원을 돌 하 고, 2014년 9월에 시작된 카카오페이

는 24개월 만에 가입자 1,000만 명, 가맹  약 1,000

개,  거래액 1조 원을 돌 하 다. 페이코는 

2015년 8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입자 500만 명, 가

맹  약 20만 개,  거래액 1조 원을 넘어섰고, 

페이나우는 2013년 11월에 출시하여 가입자 435만 

명, 가맹  약 11만 개, 이페이는 2014년 12월에 

시작하여 가입자 300만 명, 가맹  약 10만 개, 시럽

페이는 2015년 4월에 시작하여 가입자 250만 명, 가

맹  약 6만 개를 확보하 다(DMC Media, 2016).

이처럼 다양한 결제수단이 제공되면서 쿠폰, 카

드할인, 포인트 등 결제 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여 온라인 쇼

핑몰은 결제 로그램을 지속 이고 반복 으로 테

스트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테스트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자동화 테스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테스트 주도 개발(Test-Driven Development) 

방법론을 기반으로 JUnit, CUnit, PHPUnit 등을 

이용한 단  테스트 자동화(Damm and Lundberg, 

2006), 는 Record-Playback 기법을 이용한 회귀

테스트(Regression Test) 자동화 구  사례들이 

연구되고 있다(Meszaros et al., 2003; Memon et 

al., 2005). 하지만, 단 테스트 자동화는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 테스트 수행 결과에 한 편차가 심

하고, 로그램 원시코드와 테스트 코드를 함께 

작성해야 하는 개발자의 부담이 크며, 테스트 코

드와 원시코드 사이에 결합도가 높아 테스트 이

스에 한 수정도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한, 

작성된 테스트 코드는 단   통합 테스트에만 

활용되고, 시스템 테스트나 인수 테스트에서는 활

용되지 못한다(Polo et al., 2007).

Record-Playback 기법을 이용한 회귀테스트 자

동화는 솔루션의 잦은 업데이트에 따라 자동화 스

크립트도 함께 수정해야 하는 유지보수와 녹화된 

수많은 이스의 자동화 스크립트 실행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 이를 분산 실행하기 해서는 가상 

실행 환경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실무에 

바로 활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Memon 

et al., 2005; Zech et al., 2017).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과정에서 회원정보, 상품

정보, 결제수단 등 다양한 조합에 따라 생성되는 

수십만 가지의 테스트 이스를 수동 테스트로 실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테스트 자동화 방법들을 분석하여 도출한 Record- 

Playback 기법과 데이터 주도 근법(Data-Driven 

Approach)을 통합한 회귀테스트 자동화 방식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제시된 테스트 자

동화 방법은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특정 시나

리오 안에서 여러 테스트 조건을 조합하여 생성된 

테스트 이스를 실행하는 사업 환경(포털 검색, 

자결재 시스템, 매 는 약 시스템)에서도 

응용하여 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의 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 회귀 테스트와 GUI(Graphic User 

Interface) 테스트 자동화 방법론과 제약사항, 데

이터 주도 근 방식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 3장에서 결제 정합성 자동화의 설계 방법과 테

스트 자동화 구조를 소개하고, 제 4장에서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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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Regression Testing Scope
(Source : ProtoTech Solutions)

자동화 용 사례의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기술하 다.

2. 이론  배경

2.1 회귀 테스트(Regression Test) 

회귀 테스트란 개발이 완료된 소 트웨어에 

한 요구사항 변경, 오류 수정, 업데이트 등으로 새

로운 버 의 소 트웨어를 개발할 때, 변경된 기

능으로 인해 기존 기능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는 상치 못한 오류의 유입은 없는지 확인하고, 

소 트웨어의 다른 부분에 향을 미치는지 여부

를 테스트 하는 것이다(Kwon and Lee, 2010). 

회귀 테스트가 반복 으로 수행되는 이유는 발

견된 결함이 정확히 수정되었더라도 의도하지 않

았던 새로운 형태의 결함이 발생하거나, 로그램 

소스코드의 수정 는 소 트웨어 모듈의 추가 과

정에서 기존에 정상 동작했던 기능에 악 향을 끼

쳐 결함이나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는지를 재검증

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된다(Jeong et al., 2008). 

이러한 회귀 테스트는 모든 테스트 수 (단 ,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반복 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증가한다는 단 이 있다(Rothermel et al., 2004; 

Schwartz and Do, 2016).

<Figure 1>은 개발된 소 트웨어 모듈이 변경

되고 추가됨에 따라 회귀 테스트의 검증 범 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결국에는 체 범 로 확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과 같이 

소 트웨어 버 이 증가될 때마다 신규 기능은 F1 

> F2 > F3 > F4순으로 추가되지만, 회귀테스트 

검증 범 는 F1 ＞ F1, F2 > F1, F2, F3으로 

증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회귀테스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테스트 항목을 재사용하는 다양한 연구

가 진행 이며, 여러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표

인 방법론으로는 Retest-All, Regression Test Selec-

tion, Test Suite Reduction, Test Case Prioriti-

zation 등이 있으며, 각 기법들에 해 간단히 소개

하면 아래와 같다(Rothermel et al., 2004).

1. Retest-all : 이 에 사용했던 모든 테스트 

이스를 새로운 버 에 모두 재사용하는 것으로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 매우 비효율 이

지만, 수정된 코드로 인한 오류를 발견할 확률

이 높다. 를 들면, A기능 테스트를 해 100

개의 테스트 이스로 테스트 했다면, A+기능

으로 수정된 경우에도 기존의 100개의 테스트 

이스를 모두 테스트 수행하고, A+에 한 추

가 테스트 이스를 수행한다.

2. Regression Test Selections : 소스가 변경

된 역을 분석하여 변경된 역과 연 된 테스

트 이스를 선택 으로 재사용하는 하는 것이

다. 연 된 테스트 이스를 많이 선택할 수 록 

검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를 들면 A+ 

기능으로 수정된 경우 기존의 100개의 테스트 

이스  변경된 기능과 연 된 50개 테스트 

이스만 선택하여 수행한다.

3. Test Suite Reduction : 향후 필요 없을 것으

로 단되는 불필요한 테스트 이스를 구

으로 삭제하고, 실제 테스트 스 트의 사이즈를 

최소화하여 테스트하는 방식이다. RTS(Regres-

sion Test Selections)는 테스트 이스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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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Cost Effectiveness Removing Test Case Prioritizing Test Case

Retest-all
Execution of

whole test cases
Worst X X

Regression Test 
Selection

Selection of test cases Good X X

Test Suite Reduction
Minimization of test 

suite size
Good O X

TCP Prioritizing test cases Best X O

<Table 1> Regression Testing Techniques 

으로 배제하는 기법이지만 TSR(Test Suite 

Reduction)은 테스트 이스 삭제를 통해 테스

트 스 트의 사이즈를 이는 기법이다. 테스트 

이스 삭제로 결함 검출 효율성이 하될 가능

성이 존재하지만 체 재 테스트 기법에 비해 효

과 이다.

4. TCP(Test Case Prioritization) : 모든 테스

트 이스를 특정 기 으로 우선순 를 매겨 우

선순 가 높은 순서 로 테스트 이스를 선택

하여 순차 으로 수행하는 기법이다. TCP는 짧

은 시간 내에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는데 효

율 이며,  세 가지 기법들에 비해 비용과 시

간이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lbaum et al., 

2000; Do and Rothermel, 2006). 우선순 를 

정하는 기 은 기능의 복잡도, 고객의 주요 요

구사항,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역, 잦은 

변경이 필요한 기능, 사용 빈도가 높은 역 등

의 기 으로 테스트 이스의 우선순 를 지정

할 수 있다(Jung et al., 2015). 

 소개된 기법들의 특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회귀테스트는 검증 범 가 증가하는 문제와 함

께 소 트웨어의 변경으로 인해 구 된 검증 상

의 기능과 기존에 작성한 테스트 이스인 검증 

항목간의 불일치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된다. 변경된 기능이 테스트 이스를 통해 정확

히 검증되지 않거나, 변경된 검증 상 기능의 테

스트 이스 자체가 락된다면, 소 트웨어에 내

포된 결함을 찾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처럼 회귀테스트에서 검증 항목인 테스트 이스

는 가장 요한 요소이며, 언제나 변경된 소 트

웨어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최신의 테스트 

이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리되어야 한다.

와 같이 다양한 회귀테스트 방법론이 존재하

지만 회귀테스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다. 하지만 회귀테스트 방법론과 테스트 자동화 도

구  방법론을 히 결합하면, 제품의 신뢰성과 

테스트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

이 될 것이다(Memon et al., 2005).

2.2 GUI 테스트 자동화 방법론과 제약사항

GUI 테스트는 사용자가 마우스 조작 는 키보드 

입력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시스템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자동화 스크립트를 작성해 실행하면서 시스템

의 오류나 결함을 검출하는 것이다. GUI 테스트에 

사용되는 방법론은 Record Play Back, 스크립트 

기반 테스트, 키워드 기반 테스트, 모델 기반 테스트, 

데이터 기반 테스트 등이 있다(Lee et al., 2007). 

GUI 테스트 자동화 방법론의 장단 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Record Play Back : 테스트 수행 행 를 자동으

로 기록하고, 기록된 결과를 재실행해 동일한 기

능의 테스트 이스를 다시 수행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기능 명세가 정확하지 않고, 코드 

단 로 기능이 구 되지 않아 기능의 커버리지

(Coverage)가 불명확하고, GUI 수정이 많은 경우 

회귀테스트 수행 시 자동기록을 재작성 해야 하는 

등, 스크립트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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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 기반 테스트 : 테스트 이스를 자동

으로 실행하기 해 자동화 툴을 통해 UI의 속

성 정보를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생성

된 자동화 스크립트를 반복 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기능의 커버리지가 

불명확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

과 비용이 투입된다. 한, 복잡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3. 키워드 기반 테스트 : 기능 자동화 테스트 

임워크의 유형으로 테스트 이스의 각 동작

을 키워드로 정의한다. 정의된 키워드를 이용하

여 시나리오 형태의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고, 

작성된 테스트 이스를 실행한다. 키워드 기반 

테스트의 장 은 키워드 정보를 통해 로그래

을 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테스트 스크립트

를 쉽고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

의 커버리지가 불명확하고, 요구사항 분석에 많

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4. 모델 기반 테스트 : 소 트웨어 테스트를 수행

하기 해 설계하는 과정과 필요한 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 모델 기반 설계 기법을 용

하는 것으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동작(desired 

behavior)을 모델로 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테스트하는 것이다(Chae, 

2014). 모델 기반 테스트의 장 은 새로운 기능

이 추가될 때마다 테스트 이스를 작성하지 

않고, 모델을 통해 유의미한 테스트 이스 생

성이 가능하고, 단순히 코드 경로(Code Path)

나 의존성(Dependency)이 바  것을 검증하기 

한 회귀 테스트뿐만 아니라 테스트 범 를 

확장해 오류를 발견해 내는 것도 가능해 테스

트 커버리지 수 이 높다. 하지만, 기능의 커버

리지가 불명확하고, 요구사항 분석에 많은 비용

이 필요하며, 각각의 모델을 만들기 해 규

모의 사  작업이 필요하다.

5. 데이터 기반 테스트 : 데이터 풀, Excel 일, 

ADO 개체, CVS 일, ODBC 소스 등의 테스

트 데이터 장소에 테스트 상 데이터를 생

성하여 이를 이용해 테스트 하는 기법이다. 데

이터 기반 테스트의 장 은 효율 으로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데이터 

조합의 변경을 통해 동일한 테스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능의 커버리지가 불명확하고, 테스트 

데이터 생성을 한 분석에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

에서 설명한 GUI 테스트 자동화 기법은 다음

과 같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 

1. GUI 로그램은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가 화면

상에서 픽셀을 클릭하거나 범 한 범 에서 

동작을 취할 수 있어,  이동의 측이 어렵고, 

의 이동 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Memon 

et al., 2005).

2. GUI 요소들은 어 리 이션 내부에서 GUI 요

소들 사이에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동시에 복

잡한 이벤트를 수행한다. 

3. 화면의 픽셀 단 마다 마우스 이벤트와 다양한 

입력 조건의 키보드 이벤트는 무수히 많은 입

력과 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검증

하는 것이 어렵다(Gerrard, 1997).

4. GUI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해 웹 페이지 구조

를 코드 수 으로 악해야 하며, 웹 페이지의 

구성이나 시나리오 변경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

용이 많이 든다(Morris, 1999).

2.3 데이터 주도 근 방식

데이터 주도 근방식은 테스트가 실행될 때마

다 동일한 특정 고정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와 출력 결과 값을 데이터 일에서 

읽어 들여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 으로 테스트 입력 값과 상 결과를 스

드시트에 장하고, 입력 데이터를 기 으로 실

행결과와 상결과를 비교하여 테스트를 수행한다

(Kwon et al., 2010). 이러한 데이터 주도 근법

의 장 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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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cess of E-Commerce

1. 데이터 주도 테스트를 통해 테스트 코드 양을 

최소화하면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

2. 많은 양의 테스트 항목을 쉽게 만들어 실행할 

수 있다.

3. 스크립트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테스터라도 사

에 정의된 스크립트에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

하고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4. 응용 로그램을 다 보지 않아도 테스트에 필

요한 데이터를 구성하고 비할 수 있다.

<Figure 2>는 이러한 장 을 가진 데이터 주

도 근법의 흐름을 다이어그램을 통해 표 한 것

이다. 

<Figure 2> Flow Diagram of Data-Driven Approach 
(Source : w3ii.com)

본 연구에서는 GUI 테스트 자동화 문제를 해결

하기 해 Selenium을 이용한 Record Play Back 

기법과 데이터 주도 근법을 목하여 자동화 스

크립트는 최소화 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조합 조

건을 통해 생성된 테스트 이스를 효과 으로 실

행하는 회귀테스트 자동화 구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3. 결제 정합성 자동화

3.1 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구매 과정

<Figure 3>은 자거래 온라인 쇼핑몰 구매과

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일반 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과정은 고객이 쇼핑몰에 속하여 로그인을 하

고,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담

은 후에 주문서작성페이지로 이동하여 주문자정보

와 배송정보를 입력하고 지불 수단을 선택 후 결제

하면 주문이 완료된다. 매자는 주문한 상품을 구

매자에게 발송하고, 구매자가 배송된 상품을 받으

면 구매확정 후 평가를 입력하면 모든 구매과정은 

종료된다. 그런데, 구매자는 여러 등 의 회원으로 

분류되고,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존재한다. 한, 지

불결제수단은 무통장입 , 카드결제, 계좌이체, 휴

폰결제, 간편결제, 치 / 립 결제, 쿠폰결제, 

간편결제 등 수많은 종류의 결제 수단이 사용된다.

본 연구는 모든 구매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과 구매확정  평가 역을 제외한 쇼핑몰 속

부터 주문서작성 페이지에서 지불결제수단을 선택

하는 단계까지를 자동화 구 의 범 로 정하 다.

3.2 쇼핑몰 설정 구성 조합

테스트 자동화 실행을 해 테스트 자동화 용 

쇼핑몰 구성이 필요하다. 생성한 쇼핑몰에는 상품

설정 조합, 회원 설정 조합, 배송비 설정 조합, 쿠

폰할인 설정 조합, 립  설정 조합, 고객혜택 설

정 조합 등 다양한 설정 조건들을 각 쇼핑몰들의 

특성에 맞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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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모든 설정 조건의 조합이 불가능하여  

운 환경에서 사용 인 설정을 조사하고, 사용빈

도가 높은 설정 항목들을 도출하여 등가분할, 경

계값 분석, Pairwise(2-way) 기법을 용하여 조

건 조합을 생성하 다(Patton, 2006). 

Pairwise 기법은 ‘Allpairs’ 툴을 사용하 으며, 

각 조합 조건 설정 SET에 한 상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1. 상품 설정 조합은 상품 공  조건, 상품 세  

조건, 상품 옵션 조건, 상품 배송비 조건, 상품 

조건, 상품 무이자 조건 등의 설정을 조합하여 

261개의 상품을 생성하 다.

2. 회원 설정 조합은 회원등  결제 조건, 상품별 

할인과 복 시 용 조건, 회원등  할인/ 립 

조건 등의 설정을 조합하여 52개의 회원등 을 

생성하 다. 

3. 배송비 설정 조합은 국내/해외 배송비 설정 조

건, 무료배송비 우선 설정 조건, 상품별 개별 

배송비 설정 조건, 공 사 배송비 설정 조건, 

해외 배송 보험료 설정 조건, 지역별 배송비 설

정 조건 등의 설정을 조합하여 59개의 배송비 

조건을 설정하 다.

4. 쿠폰할인 설정 조합은 쿠폰 사용 조건, 쿠폰 사

용 제한 조건, 립  동시 사용 조건, 할인 동시 

사용 조건, 상품/주문서 동시 사용 조건, 쿠폰 

종류 조건, 혜택 구분 조건, 발  구분 조건, 사

용범  조건, 사용가능 결제수단 조건, 선택 범

주 용 조건 등의 설정을 조합하여 16가지의 

쿠폰 사용 설정과 60개의 쿠폰을 생성하 다.

5. 립  설정 조합은 립  지  시  설정 조

건, 립  사 조건, 회원등  추가 립  

지  설정 조건, 립 으로 구매 시 립 기  

설정 조건, 1회 사용 립  최  사용한도 설

정 조건 등의 설정을 조합하여 59개의 립  

조건을 설정하 다. 

6. 고객혜택 설정 조합은 고객혜택 유형 조건, 기

간 유형 조건, 상품 범  조건, 참여 상 조건, 

사용 범  조건, 구매 횟수 조건, 구매 수량 조

건, 제공 혜택 조건 등을 조합하여 206개의 고

객혜택 조건을 설정하 다.  

3.3 테스트 이스 시나리오 구성

<Figure 4>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엑셀 문서를 이용하여 테

스트 이스로 생성한 제이다. 아래의 테스트

이스 시나리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Figure 4> Testcase Scenario

1. Code : 테스트 이스를 구분하는 코드로 테스트 

자동화 실행 시 테스트 이스를 맵핑하는  Key

로 사용된다.

2. Product :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

하는 것으로, 상품 설정 조합에 의해 생성된 상

품을 1개 는 최  2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3. Mall Set : 테스트 이스가 실행되는 몰을 의미 

한다.

4. Coupon : 구매 시 사용할 쿠폰으로 쿠폰할인 설

정 조합에 의해 생성된 쿠폰을 용한다.

5. Membership : 로그인 회원이 가진 회원등 으

로 회원등  설정 조합에 의해 생성된 회원등

은 회원등  할인 혜택이 용되며, 로그인 계정

과 1 : 1로 맵핑된다.

6. Payment : 지불 결제 수단으로 PC와 모바일로 

구분되며, 무통장,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립

액결제, 휴 폰 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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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Result

Order

Payment
Amount

Place Order Make Payment
Total

AmountPrice
Product
Discounts

Membership
Discounts

Membership
Reward Points

Shipping
Reward
Points 1

Reward
Points 2

Total
Amount

Coupon
Discounts

Coupon
Reward Points

Deposit
Reward
Points

Mileage

11,000 0 0 0 0 1,300 11,000 500 0 0 0 0 10,500 10,500

10,000 0 500 0 0 1,300 9,500 500 0 0 500 0 8,500 8,500

10,000 0 0 0 0 1,300 10,000 500 0 500 0 0 9,000 9,000

10,000 0 500 0 0 1,300 10,000 500 0 500 500 0 8,500 8,500

11,000 0 440 0 0 1,300 10,560 330 0 0 0 0 10,230 10,230

10,000 0 0 0 0 1,300 10,000 300 0 0 500 0 9,200 9,200

<Figure 7> Expected Result of Order for Verification

7. Order : 결제 시 치 , 립 , 마일리지 등의 

사용 여부를 코드화 하 다.

3.4 테스트 이스의 기 결과

테스트 이스의 기 결과는 장바구니 페이지, 주

문서 작성 페이지, 주문완료 페이지가 있다. 각 페

이지의 특정 역을 실제 테스트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한다.

Expected Result

Cart

Price Shipping
Reward
points 1

Reward
points 2

Total
Amount

11,000 0 1,300 11,000

10,000 0 1,300 10,000

10,000 0 1,300 10,000

10,000 0 1,300 10,000

11,000 0 1,300 11,000

10,000 0 1,300 10,000

<Figure 5> Expected Result of Cart

장바구니 페이지에서는 <Figure 5>와 같이 상

품합계 액, 배송비, 립 , 총 주문합계 액을 

검증한다. 

<Figure 6>은 테스트 자동화가 수행될 때 쇼핑

몰의 장바구니 페이지에 노출된 정보를 기 결과

와 비교하는 항목들을 표기한 것이다.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는 가장 많은 검증 항목이 존재한다.

<Figure 6> Cart Page

<Figure 7>은 상품합계 액, 상품 할인 액, 

회원등  할인 액, 회원등  립  액, 배송

비, 상품 립 , 쿠폰 할인 액, 쿠폰 립 , 

치 , 립 , 마일리지, 총 결제 액, 결제 창 

액을 검증한다.

<Figure 8>은 테스트 자동화가 수행될 때 쇼

핑몰의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 노출된 정보를 기

결과와 비교하는 항목들을 표기한 것이다.

<Figure 8> Order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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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Result

Order Complete

Price
Reward

Points 1

Reward

Points 2

Product

Discounts

Membership

Discounts

Membership

Reward

Points

Coupon

Discounts

Coupon

Reward

Points

Shipping
Use

Deposit

Use

Reword

Points

Total

Amount

11,000 1,300 0 0 0 0 500 0 0 0 0 10,500

10,000 1,300 0 0 500 0 500 0 0 0 500 8,500

10,000 1,300 0 0 0 0 500 0 0 500 0 9,000

10,000 1,300 0 0 500 0 500 0 0 500 500 8,500

11,000 1,300 0 0 440 0 330 0 0 0 0 10,230

10,000 1,300 0 0 0 0 300 0 0 0 500 9,200

<Figure 9> Expected Result of Order Complete 

주문완료 페이지에서는 <Figure 9>와 같이 상

품 합계 액, 상품 립 , 상품 할인 액, 회원

등  할인 액, 회원등  립 , 쿠폰 할인 액, 

쿠폰 립 , 배송비, 사용한 치 , 사용한 립

, 최종 결제 액을 검증한다.

<Figure 10>은 테스트 자동화가 수행될 때 쇼

핑몰의 주문완료 페이지에 노출된 정보를 기 결

과와 비교하는 항목들을 표기한 것이다. 

<Figure 10> Order Complete Page

이와 같이 역별 주요 페이지에 한 기 결과

를 엑셀로 정리하여 하나의 주문 시나리오를 테스

트 이스로 생성하 다. 그리고 해당 조건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작성된 자동화 스크립트가 실행되

면서 테스트 이스의 기 결과와 실제 화면에 노

출된 항목들을 비교하여 테스트 결과를 검증한다. 

따라서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의 조합 조건과 테스

트 시나리오에 맞는 최소한의 자동화 스크립트만 

있다면, 무수히 많은 조합의 테스트 이스를 생성

하여 반복 으로 실행 할 수 있다.

3.5 테스트 자동화 실행 환경

테스트 자동화 실행을 한 기본 인 툴은 Sele-

nium을 이용하 고, 개발자는 최소한의 쇼핑몰 구매 

과정을 자동화 스크립트로 작성하 다. QA(Quality 

Assurance)는 다양한 설정 조합 조건을 기반으로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 고, 작성된 자동화 스크립

트와 테스트 이스는 SVN에 추가하고 리한다.

Selenium AES 서버는 개발자가 작성한 자동화 

스크립트와 QA가 작성한 테스트 이스를 다운받

아 작성된 모든 테스트 이스의 데이터 정보를 

기 으로 사 에 정의된 쇼핑몰에서 자동화 스크

립트를 실행한다.

실행된 결과는 Selenium AES 서버에 달되고 

QA는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한다.

QA는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실제 

오류 인지, 자동화 스크립트 오류인지, 엑셀 데이

터 오류인지를 단하고 이슈의 원인에 따라 응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차를 도시화 하면 <Figure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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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unning the Automated Tests

Independent Samples 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Error
Difference

Defect_Count

Equal variances 
assumed
Equal variances not 
assumed

.366 .551 14.805

14.805

22

20.960

.000

.000

9.750

9.750

.659

.659

<Figure 13> T-Test of Live Defects

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결제수단의 효과

인 회귀테스트를 해 테스트 자동화가 구

되기 인 2014년 데이터와 테스트 자동화가 용

된 2015년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통합테스트 환경

에서의 결함 발견 활동과 운 환경의 결함 방 

활동에 한 테스트 자동화 효과를 분석하 다. 

<Figure 12>는 2014년 운 환경 결함 발생 건

수와 2015년도 운 환경 결함 발생 건수를 비교한 

그래 이다. 2014년 평균 결제 결함 발생 건수는 

12.5건이고, 2015년 평균 결제 결함 발생 건수는 

2.75건으로 약 1/4로 결함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3>은 2014년과 2015년 운 환경에서 

발생한 결함 건수를 독립표본 검증을 통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먼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확률 .551

로 .05보다 크므로 등분산이 인정된다. 따라서 등

분산이 유지된 경우의 유의확률 .000은 .05보다 작

으므로 2014년과 2015년은 통계 으로 차이가 있

고, 운 환경에서 결함 발생률이 어들었음을 나

타낸다.

<Figure 12> Comparison of Live Defects(2014 v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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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Samples 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Error
Difference

Defect_Count

Equal variances 
assumed
Equal variances not 
assumed

4.167 .05.
-3.231

-3.231

22

15.526

.004

.005

-3.833

-3.833

1.187

1.187

<Figure 15> T-Test of Test Defects

 

<Figure 14> Comparison of Test Defects

<Figure 14>는 2014년 통합 테스트 환경에서 

발견한 결함 건수와 2015년 통합 테스트 환경에서 

발견한 결함 건수를 비교한 그래 이다. 2014년 통

합 테스트에서 발견한 결함의 평균은 5.6건 2015년 

통합 테스트에서 발견한 결함의 평균은 9.4로 약 2

배 정도 많은 결함을 검출하 다. 

<Figure 15>는 2014년과 2015년 통합 테스트 

환경에서 발견한 결함 건수를 독립표본 검증을 통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

과이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는 등분산이 인정되

므로, 결함 건수가 같을 유의확률을 확인하면 0.004

로 .05보다 작으므로 2014년과 2015년은 통계 으

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보다 2015년

에 통합테스트 환경에서 더 많은 결함을 발견하

으므로 테스트 자동화를 용한 후 통합 테스트 결

함 검출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운  환경에서는 결

함 발생률이 어들었다. 

이와 같이, Record-Play Back 기법과 데이터 

주도 근법을 활용한 회귀테스트 자동화 용으

로 기존 수동 테스트로는 수행할 수 없었던 수많

은 테스트 이스를 반복 으로 실행하고, 체

인 테스트 수행 시간을 단축하므로 빠른 결과 확

인과 피드백이 가능해졌다. 한, 객 인 테스트 

평가 기 으로 테스트 결과에 한 신뢰성을 제공

하고, 여러 역의 잠재된 결함들을 빠르게 발견

하여 수정하므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이

를 통해 회귀테스트 자동화 구 의 효과성과 효율

성을 확인하 고, 이와 같은 방법을 응용하면 온

라인 쇼핑몰처럼 특정 시나리오 안에서 다양한 데

이터의 조합 조건에 따라 테스트가 필요한 화 

는 공연 매 사이트, 항공권 약 사이트, 인터

넷 검색 사이트, 인터넷 게시  등 다양한 서비스 

역에서 구 된 방법과 유사하게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며, 이를 통해 본 실험 결과와 같이 

기존보다 확 된 테스트 범 와 빠른 테스트 수행

은 서비스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도움을  수 있

을 것으로 기 한다.

5. 결론  향후 연구 과제

온라인 쇼핑몰은 자 상거래의 속한 성장과 

웹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지불 결제수단을 제공하

며  더 복잡해지고 있다. 한, 다양한 결제 

방식의 지원으로 결제수단에 한 품질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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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omparison of Live Defects(2015 vs 2016)

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기 해 웹 어 리 이션 개발 과정에서 강도 

높은 테스트가 필요하며, 소 트웨어의 변경에 따

른 신규 기능 추가  기존 기능 수정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결함을 해결하기 한 회귀 테스트는 반

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회귀 테스트는 테

스트 범 가 넓고, 반복 으로 테스트해야하기 때

문에 실무에서는 회귀 테스트가 제 로 수행되지 

않거나, 선택 으로 은 테스트 이스만 수행하

는 경우가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Record-Play Back 기법의 GUI 

자동화 도구인 Selenium 툴과 데이터 주도 근 

방법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테스트 자동화 방법

을 제안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매 결제 시스템에 

이를 용하여 효과 으로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

다. 

제안된 회귀테스트 자동화 구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Selenium 툴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구매 과정을 스크립트로 구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주도 근법을 통해 테스

트 실행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정보를 엑셀 일

로 정의하여 테스트 이스를 생성한다. 마지막으

로 Selenium AES를 이용하여 다양한 라우  

환경에서 생성한 모든 테스트 이스를 테스트하

고, 테스트 수행 결과를 QA가 확인한다.

테스트 자동화가 구 되기  2014년에는 결제 

수단 테스트를 카드, 무통장, 계좌이체, 휴 폰 결

제에 해 각각 10가지 조건으로 40개 정도의 테

스트 이스를 수행했지만, 2015년 자동화 기에

만 약 1,000건 정도의 테스트 이스를 추가해 결

제수단 테스트를 진행했다. 운 환경 이슈에 한 

테스트 이스 추가  신규 결제수단 추가, 다양

한 솔루션 설정 조건들의 변경으로 재는 약 

15,646건의 결제수단 테스트 이스를 통합테스트 

기간 동안 매일 실행하고 있다.

<Figure 16>은 2015년과 2016년에 운 환경에

서 발생한 결함 건수를 비교한 그래 이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운  환경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작성된 테스트 이스가 결제수단 체 범 를 포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의 조합 조건인 상품 설

정 조합 261가지, 회원 설정 조합 52가지, 배송비 설

정 조합 59가지, 쿠폰 할인 설정 조합 60가지, 립

 설정 조합 59가지, 고객혜택 리 설정 조합 206

가지를 모두 곱하면 583,937,471,520가지의 테스트

이스가 생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테스트 

실행을 해서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기에, Pairwise(2-way) 기법을 용하여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 으며, 지속 으로 테스트 이스

를 늘려나갈 정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  공헌과 한계 을 

제시할 수 있다. 먼  실무  공헌은 첫째, Record- 

Play Back 기법의 테스트 자동화는 유지보수 비

용이 매우 높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테스트 실행 코드와 데이터의 분리로 테스트 이

스 증가 여부에 계없이 결제 시나리오만 자동화 

스크립트로 작성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을 감

소시켰다. 둘째, 테스트 커버리지 확 를 한 테

스트 이스 추가 작업이 용이하다. 이는 기존 작

성된 자동화 스크립트의 추가 변경 없이 엑셀 문

서의 데이터 조합 조건을 통해 쉽게 테스트 이

스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셋째, 수동 테스트에서 발생하는 테스터의 

실수나 락이 발생하지 않고, 테스트 수행 결과

에 해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므로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한, 테스트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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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행 결과는 객 인 평가 기 을 제시하고, 

테스트 결과에 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한계 은 첫째, 복잡한 테스트 이스를 테스트 

엔지니어가 직  수동으로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특히 데이터의 조합 조건의 항목

들을 도출하고, 정의하여 기 결과를 작성하는 것

은 고도의 지  노력을 요하는 힘든 작업이다. 둘

째,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과 테스트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다. 테스트 엔지니어는 개발자와 같은 정교한 자

동화 스크립트 작성이 불가능하고, 테스트 자동화 

환경에 한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동

화 실행 결과 실패가 발생한 항목에 한 원인이 

실제 결함인지, 자동화 스크립트 오류인지, 테스트 

이스의 기 결과 오류인지, 테스트 실행 환경 문

제인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한 녹화와 이미지 캡처 기능을 

추가했지만, 기본 으로 자동화 스크립트 코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 을 해결하기 해서는 데이터 조

합 조건을 이용해 자동으로 효과 인 테스트 이

스를 도출하는 방법과 자동화 실행 결과 노출되는 

실패 항목에 한 효율 인 분석 방법을 한 연

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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