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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opose a testing method of the quality of device application effectively reflecting the necessity 

of increasing mobile device application quality test, and designed and developed it as a web system. We have studied 

traditional software testing methods for designing and developing a system. We have developed a next-generation 

alternative technology that can analyze and compensate for the weaknesses of the web and weaknesses of the Android 

in order to realize the access system and the responsive web system. As an example applied to the system, we analyzed 

the requirements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and expressed the functions of the system through the use case 

diagram. The test scenarios were conducted by connecting 5,000 devices to each system using the existing HTTP polling 

method and the proposed web socket method. After setting the comparative group, the result of the proposed web 

management system was observed and compared through repeated test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proposed web 

socket system has better performance than HTTP polling. The more the number of simultaneous processing of the 

devices, the lower the server stability but the better the time efficiency. In conclusion, the more the number of devices 

to be tested is, the more the number of devices can be effectively tested using the proposed web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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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7년도 

휴 용 디바이스 보 률은 약 85%이다. 휴 용 디

바이스의 보 률은 한층 높아져가고 있으며, 새로

운 디바이스 출시 시기가 짧아짐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 교체주기 한 짧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

다. 많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 으로 인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애 리 이션이 폭발 으로 증가

하고 있다(Lee, 2016). 이로 인하여, 어 리 이션 

사용자들이 증가 하 으며, 가능한 모든 업무에 

한 산화 처리가 요구 등으로 인하여 어 리 이

션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커졌다. 어 리

이션 개발 시 산출되는 로그램 코드의 규모가 

증가 하 으며, 어 리 이션의 복잡도 역시 크게 

상승하 다(Park, 2010).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사용자에게 제공할 모바

일 어 리 이션의 품질을 해 어 리 이션 테스트

를 필수 으로 고려해야 한다(Gao and Bai, 2014).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의 품질과 기능

에 한 요구도 증가되었고, 안드로이드 어 리 이

션 테스  역시 요한 작업으로 자리 잡았다(Oh, 

2014). 하지만, 기업은 실 으로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개발에 집 하고, 빠른 출시를 목표로 하

는 실정이다. 기업 과 몇몇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추가 인 QA(Quality Assurance) 엔지니어

를 고용하여,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품질 검수를 

하는 것은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부담스러워 한다.

한, 안드로이드 특성상 GUI(Graphic User Inter-

face)가 필수 인 소 트웨어이며, 이는 특정 컴포

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그 입력

을 기반으로 소 트웨어가 작업을 처리하고 그 결

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동작한다(Shin 

et al., 2013). 이로 인해, 수많은 안드로이드 디바

이스 마다 사용자 입력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테스트 된 결과 값을 엑셀과 

같은 문서 로그램에 수기로 입력해야 하며, 이

는 실수를 유발하고 의미 없는 반복 작업을 발생

하게 한다. 결론 으로, QA 엔지니어 이 없는 

기업에서 안드로이드 소 트웨어 테스 에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의미 없는 반복 인 테스트 작업

으로 인하여 체 인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어 리 이션의 

품질 테스트의 필요성을 반 하여, 효과 으로 디

바이스 어 리 이션의 품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웹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개발하 다.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해 

통 인 소 트웨어 테스트 방법에 해 연구를 진

행하 고, 근성과 반응성이 뛰어난 웹 시스템으

로 구 하기 해 웹의 약 과 안드로이드의 약

을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차세  체 기술을 

연구하여 본 시스템에 용하 다.

그리고, 시스템 구 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스템의 기능

을 구체 으로 설계하 다. 기존의 HTTP 폴링 방

식과 본고에서 제안하는 웹 소켓 방식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반복 인 테스트를 통해, 제안 웹 리 시

스템의 결과를 측하고 비교하여 분석하 다.

2. 소 트웨어 테스트 련 연구

2.1 모바일 소 트웨어 테스트의 특징

보통의 소 트웨어 테스트는 데스크탑 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데스크탑 환경은 기본 으

로 데스크탑 용 하드웨어로 인한, 어느 정도의 

성능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한, 인터넷 사용이 

거의 필수 이므로, 안정 인 네트워크 환경이 구

축되어 있다. 반면에, 모바일을 환경은 데스크탑 

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메모리, 하드디스크와 같

은 하드웨어로 인하여, 소 트웨어 구동에 제약이 

있다. 한, 네트워크가 무선랜으로 인식되며, 모

바일은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이 

데스크탑에 비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모바일 

어 리 이션도 소 트웨어 코드 테스트를 하는 

것은 데스크탑과 동일하지만, 에서 언 한 모바

일 특징을 염두에 두고, 소 트웨어 테스트를 진행

할 필요성이 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해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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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SO/IEC/IEEE 29119 Software Test Process

29919-1 Concepts & Definition

29919-2 Test Process

29919-3 Test Documentation

29919-4 Test Techniques

29919-5 Keyword Driven Testing

<Table 1> ISO/IEC/IEEE 29119 Part둬야 할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 다. 첫 번째

로 앞서 말했듯이, 모바일 어 리 이션은 앱이 

구동되는 실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테스트 장치가 원격으로 통신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결과 값을 바로 컴퓨터에 장할 수 

있는 데스크탑 어 리 이션과는 다르게, 모바일

은 결과 값을 송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사용자의 입력을 고려하여 테스트를 진

행해야 한다. 이는 모바일 어 리 이션이 부분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반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어 리 이션은 사용자 입력

의 결과를 길게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바

일 어 리 이션을 개발할 때는 지연-로딩(lazy- 

loading), 비동기(Async) 태스크 등의 기법이 활용

되며, 이러한 비동기 인 사항에 한 테스트 방법을 

고민해 야 한다. 

2.2 소 트웨어 테스트 표  

ISO/IEC/IEEE 29119는 소 트웨어 테스트 국

제표 이다. ISO/IEC/IEEE29119는 부 5개의 

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트는 <Table 1>

과 같다(Kim and Ha, 2017).

개념  정의(Concepts & Definition) 트는 소

트웨어 테스트 원리와 개념, 테스트 수행의 개요, 

용어 등을 소개한다. 테스트 로세스(Test Pro-

cess) 트는 소 트웨어 생명주기 로세스 표

(ISO/IEC)의 테스트 로세스를 소개한다. 테스트 

문서(Test Documentation) 트는 테스트 로세

스 트와 연계되어 표 으로 작성되는 문서 템 릿

을 제공한다. 테스트 기술(Test Technique) 트는 

정 , 동 , 비기능 테스트 이스에 한 설계 기법

과 테스트 리에 한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키워드 기반 테스 (Keyward Driven Testing) 

트는 키워드 주도 테스트에 한 소개와 근 방법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키워드 주도 테스트를 한 

임워크, 도구에 한 요구사항을 다룬다(Lim, 2016).

본 논문은 ISO/IEC/IEEE 29119  2번째 

트인 테스트 로세스 트를 다루고, 이 트를 

<Figure 1>에 도식으로 표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웹 리 시스템은 해당 로세스 과정을 

수하여 설계  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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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ystem Environment Architecture 

2.3 웹소켓(WebSocket)과 FCM 통신

다수의 모바일 기기에서 소 트웨어를 테스트하기 

해 스크립트와 GUI 기술을 활용하고(Vilkomir, 

2018), 모바일 팜과 같은 특수 환경을 구축하여 실험

하거나(Mozgovoy, 2018), 미리 구축한 클라우드 서

비스를 통해 량의 모바일 테스  환경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지만(Gao and Tsai, 2014), 이들 시스

템들의 테스트 가능한 기기는 성능문제와 이어월 

들의 문제로 한정된 기기만의 테스트가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제안하는 테스트 시스템은 웹을 통해 

테스트 데이터를 교환하여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통 인 HTTP 로토콜 통신의 단 을 보완하고자 

웹소켓 방식을 사용한다. 웹소켓 통신은 HTTP 통

신에서 어려운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며, 이

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와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기 이 RFC 

(Request for Comments) 6455를 통해 지정한 웹 

기반 통신 로토콜 표 으로 정의되었다(Cha et 

al., 2016; Park et al., 2014). 웹 소켓 통신은 HTTP 

통신 방식을 확장하여 만든 로토콜 오버헤드(Pro-

tocol Overhead) 방식이며, TCP 연결 포트로 80번 

포트(HTTP)와 443(HTTPS) 포트를 사용하므로 

방화벽 환경에서도 웹소켓을 사용할 수 있다(Docu-

ment, https://tools.ietf.org/html/rfc6455).

FCM(Firebase Cloud Messaging)은 연구하는 

시스템에서 PC와 모바일간 푸시 통신을 해 필

수 으로 필요하다. 해당 서비스는 구 에서 제공

하는 BasS(Backend as a Service)이다. 랫폼 

상 없이 사용자에게 메시지와 알람을 보낼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한 단일기기와 그룹기기에게 특

정 주제나 사용자층을 정의하여, 그룹 단 로 메시

지와 알람을 보낼 수 있다. 하루에 수천억 개의 

메시지를 송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다. 구

은 개별 디바이스에게 API Token 값(150자)을 배

포하여, 디바이스를 구별한다. 구 은 이러한 API 

Token 값을 이용하여, 디바이스의 공인 IPv4 주

소 부족 상을 해결한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는 구  이(Google-Play) 어 리 이션이 안

드로이드 로세스에 서비스로 실행되며, 해당 앱

이 구  FCM 서버를 수신(listen) 한다. 

3. 시스템 설계  실험

3.1 시스템 환경 

본 시스템은 <Figure 2>와 같이 웹 리 시스템의 

환경을 설계하 다. 웹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시스템을 운 하기 한 어 리 이션 서버와 안드로

이드 어 리 이션에 푸시 메시지를 보내기 한 구

 FCM 서버, 마지막으로 구  FCM 메시지를 받고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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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est Function Use-Case Diagram

3.2 기능 요구사항 도출

제안하는 시스템은 모니터링, 서버, 디바이스 3가

지로 구성된다. 모니터링은 사용자가 앱 테스트를 

해 상호작용할 UI와 련된 기능을 담당하며, 서

버는 디바이스에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푸시를 

해, FCM 서버 요청과 디바이스로부터 받은 결과 

데이터를 다시 모니터링에 웹소켓으로 달한다. 

디바이스는 테스트해야 할 어 리 이션의 상태를 

검수하기 해 필요한, 검수용 어 리 이션이 작

성되어야 한다. <Figure 3>은 이러한 기능 요구사

항을 정리한 유스 이스(Use-Case) 다이어그램

이다.

3.3 시스템 모델 설계 

<Figure 4>는 핵심 모듈 의 하나인 시스템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 설계를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다. 서버에 메시지가 들어오면 HTTP 통신 데이

터는 ApplicationContext가 처리하고, 웹소켓 통신 

데이터는 WebSocketProviderService가 처리한다. 

이때 데이터는 MessageBuilder를 이용하여 해당 

시스템 포맷인지 검증 후 MessageHandlerService

가 최종 처리한다.

<Figure 5>는 핵심 모듈  하나인 시스템을 이

용하여 디바이스에 푸시 서비스를 요청 모델링이다. 

MessageHandlerService가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의 구 체인 PushRequestData를 받아, PushSender 

Service에 푸시 서비스를 요청한다. 해당 Service

는 MessageBuilder를 이용하여 해당 시스템 포맷

인지 검증 후, Google Firebase Server에 푸시 서

비스 요청을 한 HTTP 통신 요청을 수행한다.

<Figure 6>은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푸시 서비

스 요청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한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이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AJAXSenderService가 서버측 컴포 트와 교신

하여 데이터를 서버에 올리고, 결과를 리턴받는다.



<Figure 4> Message Processing System Class Diagram

<Figure 5> Push Service Request Cl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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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ush Service Request Sequence Diagram

4. 시스템 구  

4.1 시스템 UI 동작

웹 시스템을 실행하면, 로드인 이후에 앱을 테스

트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한 후, UI를 통해 디

바이스에 설치된 본 시스템 앱이 상호작용하여, 연

결되었음을 <Figure 7>과 같이 시스템 UI 화면에 

아이콘으로 나타낸다. 사용자는 시스템 화면의 UI 

버튼과 각 디바이스가 연결됨을 의미하는 작은 아

이콘의 색상과 텍스트 정보를 통해 상호작용을 한

다. 를 들어, 사용자가 수행되길 기 하는 서비스

를 UI를 통해 실행했을 때, 각 디바이스에 시스템 

모바일 어 리 이션이 올바르게 수행 되었을 경우 

약속된 색상이 표시된다(어 리 이션 수행 성공 = 

분홍, 어 리 이션 테스트 성공 = 녹색, 어 리

이션 테스트 실패 = 색).

<Figure 7> Device Interaction State View

4.2 시스템 실험 환경

본 시스템은 최  5,000  디바이스와 연결 하

여 성능에 무리 없이 정상 작동을 목표로 한다. 하

지만, 테스트를 해 5,000  디바이스를 구하는 

것은 비용 인 면과, 공간 인 면에서 효율이 좋

지 않다. 따라서, 본 로젝트에서의 시스템 실험 

환경은 아래와 같이 환경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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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roduction method Calculated Time

Experimen Result 
value

All devices connected to the system start the test, and the test 
completes all the time values.

29sec～370sec

Test completion time In programming Randomly set between 10 seconds and 30 seconds 10sec～30sec

Rendering speed Monitoring Rendering Average of 100 times. About 0.05sec

Server response speed Upon http request, response time test 100 times average value. About 0.2sec～1sec

Estimated 
performance time

Estimated performance time = Rate of events processed by the server 30sec～280sec

<Table 3> Test Data Parameters

실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7 와 가상 안드로이

드 디바이스 3 를 비하 다. 추가 인 디바이

스는 자바로 구 한 유사-디바이스 로그램으로 

체 하 다. 유사-디바이스 로그램은 실제 디

바이스의 본 시스템 모바일 어 리 이션 과 동일

하게 동작하며, 핵심 인 구  FCM 푸시 기능과 

웹소켓 기능을 자바 소켓- 로그래 으로 체 하

다. 서버 테스트 환경은 튜닝을 거치지 않은 기

본 톰캣(Tomcat) 8 설정으로 진행하 다. 톰캣 8

은 기본 으로 Max-Thread(동시 처리 로세스 

수)가 200이며, 기 큐는 약 10이다. 

본 시스템의 모바일 어 리 이션이 실행되면, 

모니터링에 연결된 디바이스 수만큼 그림으로 표

시된다. 사용자는 모니터링에 UI  Test-Start 버

튼을 르면, 서버는 모니터링으로 부터 디바이스

의 FCM 토큰(Token)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구

 FCM 서버로 테스트 시작 푸시 요청을 한다. 

테스트 시작 푸시 요청을 받은 각 디바이스는 테

스트 모바일 어 리 이션이 실행되며, 테스트 모

바일 어 리 이션이 정의한 디바이스 정보 이벤

트가 발생하면 본 시스템 모바일 어 리 이션이 

이벤트에 반응하여 디바이스 정보를 업데이트 하

고, 서버로 해당 정보를 송한다. 서버는 받은 정

보를 기존 정보에 업데이트를 진행 한 후, 업데이

트 된 정보를 모니터링에게 웹소켓으로 달한다. 

모니터링은 받은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실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1 가 유사-디바이스 

로그램과 소켓 연결을 맺는다. 후에, 디바이스가 

구  FCM 푸시를 받으면 유사-디바이스 로그램에

게 소켓 메시지로 FCM 메시지를 동일하게 달한다. 

4.3 실험 방식  데이터

제안하는 웹 리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평가

하기 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 다. 기존의 

웹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HTTP 폴링을 이

용한 방식과 웹-소켓을 이용한 방식의 웹 시스템 2

개를 실험하 다. <Table 2>와 같이 테스트 디바

이스 개수를 정하여, 각 시스템에 용할 실험 비교

군을 정의한다. 정의한 비교군을 각 시스템에 용하

여 처리 시간을 산출하고, 비교군의 개수에 따라 시스

템 처리 성능과 안정성이 어떤지 비교 분석하 다.

Order Number of Device

1 100 devices

2 500 devices

3 1,000 devices

4 2,000 devices

5 5,000 devices

<Table 2> Test Comparison Groups

<Table 3>에서 실험 결과 값은 연결된 모든 디

바이스에 테스트를 시작하고, 테스트가 모두 완료된 

시간 값으로 정의한다. 실험 세트 완료 기 은 서버

가 처리한 시간이 아닌 모니터링에 모두 완료 표시

가 되었을 때의 시간 값을 기 으로 설정한다. 테스

트 모바일 어 리 이션이 진행하는 테스트의 완료

시간은 10 에서 30 로 랜덤하게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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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est Time of 100 Devices

<Figure 9> Test Time of 500 Devices

<Figure 10> Test Time of 1,000 Devices

모니터링의 랜더링 속도는 디바이스 상태 화면

에 색상과 진행률을 표시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를 테스트 하 다. 5,000  뷰(View) 객체를 기

으로 랜덤한 View 객체의 랜더링 시간을 100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구하 다. 서버의 통신응답 

속도는 로그래 으로 1세트 당 5,000번 통신시

도 총 100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서버의 

동시 스 드 처리 개수를 넘었을 때, 기 시간으

로 인하여, 응답 속도가  늦어졌다.

상 성능 시간은 본 실험에 있어 가장 요한 데

이터이다. 서버가 5  마다 데이터 100개씩을 모니

터링에게 달해주는데, 요한 것은 서버에 디바이

스 상태 데이터가 5  이내에 비교군 개수만큼 쌓이

는지가 변수이다. 서버는 동시 스 드가 200개 이므

로, 100개 비교군을 기 으로 생각할 때, 디바이스 

상태 데이터가 100개가 동시에 서버에 들어오더라

도, 무리 없이 처리한다. 하지만, 비교군의 디바이스 

개수가 200 가 넘어가는 순간, 서버는 들어오는 디

바이스 데이터를 동시에 받지 못하고, 오버헤드가 발

생할 것이다. 이러한 오버헤드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

문에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 실험

에서는 이러한 오버헤드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디바

이스 상태 데이터를 무리 없이 처리한다고 가정한다.

한 모니터링의 랜더링 속도는 평균 0.05  정도

이며, 이는 이론 으로 최  그리는 횟수(5,000  기

으로 5 마다 100개씩)는 50번이며, 이는 약 2.5

이다. 본 시스템 기 에서는 향을 주지 않는 수치

이다. 결론 으로 상 성능 시간은 랜더링 시간과, 

네트워크를 통한 디바이스 상태 데이터 업데이트의 

오버헤드를 무시하고, 서버가 처리하는 이벤트 속도

(5 에 100개씩)를 기 으로 한다.

4.4 실험 결과 평가

<Figure 8>은 100 , <Figure 9>는 500 , 

<Figure 10>은 1,000 의 모바일 기기를 테스트한 

결과 데이터이다. 이들 결과를 분석 해보면, HTTP 

폴링 방식의 웹 시스템 보다 웹 소켓 방식의 웹 시스

템이 처리하는 시간이 더 게 걸리는 걸 찰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소켓 연결 시도 오버헤

드와 디바이스들이 결과 값을 지속 으로 HTTP 

통신으로 인한, 서버가 HTTP 폴링 요청을 실시간

으로 처리 하지 못해 생기는 오버헤드로 인한 문제

이다. 한, 디바이스 개수가 많은 비교군 일수록 

상 시간 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한 서버의 동시 로세스 처리 병목 

상으로 인하여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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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est Time Comparison

<Figure 14> Test Completion Time of 5,000 Devices

<Figure 11> Test Time of 2,000 Devices

<Figure 12> Test Time of 5,000 Devices

<Figure 13>은 비교군을 각 시스템에 용하

여 진행한 5번의 테스트 결과 값의 평균과 완료 

상 값을 나란히 비교한 도표이다. HTTP 폴링 

방식 보다 웹 소켓 방식이 서버 처리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걸 찰 할 수 있다. 서버 안정성 측면

에서는 상시간 보다 더 빠르게 처리된 디바이스 

500  비교군의 결과가 가장 뛰어난 걸로 측 되

었다. 반 로 디바이스 5,000  비교군의 결과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낮게 측되었다. 이는 

동시 처리하는 디바이스 개수가 많아질수록 서버

의 안정성 측면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4>는 5,000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 

할 때. 각 비교군이 5,000  테스트를 끝내는데 걸

리는 시간이다.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 

비교군의 경우, 디바이스를 새로 연결하여 비하

는 시간은 제외하 다. 이상의 측 결과로 비교

군의 테스트 개수가 많아질수록 서버의 안정성이 

내려가는 것을 찰 하 지만, 오히려 디바이스 

테스트를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것 이 더 나은 시간 

효율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여러 번 

테스트 할수록 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완료 시간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을 

상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 환경 아래, 디바

이스 어 리 이션의 테스트를 효과 으로 수행하

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고, 제시한 방

법을 근성이 뛰어난 웹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구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구 한 웹 리 시스템

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공인IP부

족 약 을 구  FCM 기술로 보완하 으며, 웹 시

스템의 약 인 실시간 데이터 통신 부분을 웹소켓 

기술을 도입함으로서, 일반 시스템 로그램의 소

켓 통신과 같은 데이터 통신 속도를 이루어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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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제안하는 웹 리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

항을 도출하고, 유즈 이스 다이어그램의 작성을 

통해 실제 시스템을 구 하고 테스트 해보았다.

실험 결과, 웹 소켓을 이용하는 테스트 방법이 

기존의 HTTP 폴링 방식보다 30%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모바일 단말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안 시스

템이 량의 모바일 앱 테스트에 기존의 방법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으로 빠른 시간에 테스트를 용

이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제안하는 웹 리 시스템이 지향하는 5,000

 디바이스 리 실험의 어려움을 로그램으로 

작성하여 공간 으로 시간 으로 효율 으로 테스

트를 진행하 으나, 실험을 통해 같은 환경에서의 

HTTP 폴링 방식 보다 제안하는 웹 소켓 방식이 

효율 이라는 것을 결과 수치로 알 수 있었고, 테스

트를 수행해야할 안드로이드 기기 개수가 많아질수

록 웹 리 시스템을 통해 안드로이드 어 리 이

션 테스트를 경제 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결과 값

으로 확인하 다. 

추가 으로, 자동화  약 기반의 테스트 시

스템의 설계와, 재의 웹 리 시스템에서 디바

이스 데이터 처리와 모니터링 처리를 같이 수행하

는 환경에서, 추후 디바이스 데이터 처리를 담당

하는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을 도입하여, 웹 리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다수의 모바일 기기 소 트

웨어 테스트 시스템의 안정성과 처리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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