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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Who is presen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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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레벨별 특징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Focus , 

목적

개발 초기에
가능한 많은
결함 제거

통합 과정에서
발생되는 side 

effect 검증

전체 시스템의
기능상의 결함, 

비기능적 요소
확인

요구사항과의
일치성 검증

수행 주체 개발자 , 

개발조직내
테스터

개발자 ,

개발조직내
테스터,

독립적 테스터

독립적 테스터 독립적 테스터,

사용자

환경 개발 환경

(Driver, Stub)

개발 환경

(Driver, Stub)

실제 시스템과
같거나 유사한
환경 (시뮬레이터)

사용자 환경



Code Coverage



Unit Tes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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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Test 도입의 어려움
개발자

- Legacy code 는 건드리면 터진다(?)

- 너무 많은 Mock 이 필요하다.

- 시켜서 만들긴 했는데 담당이 바뀌었으니 maintenance까진 못하겠다

- 자동 테스트 결과 리포트 메일을 스팸 등록 한다

개발 관리자

- TC 만들고 있으면, “니가 요새 일이 없구나” 하고 일을 더 줌

- 당장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압박감

SQE 관리자

- JSP 는 커버리지가 0인데 왜 UT 안 하나? 

- Internal code, private는 테스트 못하나?

- UT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진 못하나?

SQE 임원

- 성과는 뭔가? Defect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 Defect은 CQ로 관리하고 있나?



Pairwise

커버해야 할 기능적 범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량의 테스트 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결함이 2개 요소의 상호작용 에 기인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2개 요소
의 모든 조합을 다룬다

대표적인 툴

- Allpairs : 

http://www.satisfice.com/tools.shtml

- PICT 

http://blogs.msdn.com/b/nagasatish/archive/2006/11/30/pairwise-
testing-pict-tool.aspx

Example

- Full combination  : 720 = 3 * 4 * 4 * 5 * 3  

- Pairwise : 23

720 3 4 4 5 3

CPU Resolution OS Version 메모리 통신사

S5PC111 4" 480x800 1.6 Class 2 SKT

스냅드래곤 1G 3.7" 480x800 2.1 Class 4 LGT

S5PC110 4" 480x854 2.2 Class 6 KT

7" 600x1024 2.3 Class 10

내장 메모리

http://blogs.msdn.com/b/nagasatish/archive/2006/11/30/pairwise-testing-pict-tool.aspx
http://blogs.msdn.com/b/nagasatish/archive/2006/11/30/pairwise-testing-pict-tool.aspx
http://blogs.msdn.com/b/nagasatish/archive/2006/11/30/pairwise-testing-pict-tool.aspx
http://blogs.msdn.com/b/nagasatish/archive/2006/11/30/pairwise-testing-pict-tool.aspx
http://blogs.msdn.com/b/nagasatish/archive/2006/11/30/pairwise-testing-pict-tool.aspx
http://blogs.msdn.com/b/nagasatish/archive/2006/11/30/pairwise-testing-pict-tool.aspx
http://blogs.msdn.com/b/nagasatish/archive/2006/11/30/pairwise-testing-pict-tool.aspx


PICT

PICT ( Pairwise Independent Combinatorial Testing tool )

- 제약조건 (Constraint) 지정이 가능

- Negative 테스트

- Weighting

- Seeding

- Output Randomization

Ex) 600x1024 이면서 LGT 인 조합이 Invalid 할 경우

IF [Resolution] = “600x1024” THEN [통신사] <> LGT;



Interrupt Test

전화걸기 전화받기 전화 송신중 끊기 전화 수신중 끊기 영상전화걸기 영상전화받기 영상전화 송신중끊기 영상전화 수신중끊기 SMS 수신

로그인 N/T Pass N/T Pass N/T Pass N/T Pass Pass

로그인 > 메인메뉴 N/T Pass N/T Pass N/T Pass N/T Fail Pass

메인메뉴 N/T Pass

메인메뉴 > 로딩화면

로딩화면

로딩화면 > 게임화면

게임화면

주요 기능을 수행도중 Interruption 을 발생시키는 테스트

System Crash등의 Severity가 높은 Defect이 발견된다.

Example 

Copy Scan to PC Scan to Email Scan to FTP Print Fax Send Fax Recv

Copy

Scan to PC

Scan to Email

Scan to FTP

Print

Fax Send

Fax Recv



Continuous Integration

Source 
code

Repository

Target device

Report Server

Build Server

Test Director

Developer Report

DB



System Test Automation



Build Pass Rate Report

14



Defect Tren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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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테스팅의 일반 원리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

완벽한 테스팅(Exhaustive testing) 은 불가능하다

개발 초기에 테스팅을 시작하라

결함 집중

살충제 패러독스

테스팅은 정황(Context) 에 의존적이다
예) 대상 S/W가 safety critical 인 경우와 mission critical 인

경우 서로 테스팅 전략이 다르다

오류-부재의 궤변 (Absence-of-errors fallacy)



Static Analysis

• 리뷰와 마찬가지로 장애(Failures)보다는 오류(Error)나 결함
(Defects)을 발견함

• 대상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툴의 지원으로 수행하
는 것

• 정적 분석의 가치
 테스트 실행 전 조기 결함 발견

 복잡도 분석

 소프트웨어 모델상의 의존도와 불일치성(Dependencies and inconsistencies) 발견

 코드와 설계의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향상

 정적 분석 툴 종류

Static Analysis Tool Supported language License

Prevent C / C++ / Java Commercial

C++Test C / C++ Commercial

RSAR Java Commercial

K8 C / C++ / Java Commercial

Understand C / C++ / Java / Ada / Fortran / Delphi Commercial

QAC C Commercial

QAC++ C++ Commercial

FindBugs Java Open Source

RATS C / C++ / Python / Perl / PHP Open Source

CodePro Analytix Java Commercial



테스트 케이스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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