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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트렌드 (2017)

• 애자일 & 지속적인 배포가 눈에 띄게 증가

• 빠른 피드백, 버그 보고를 위해 DevOps 도입

• 테스터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테스터가 지속적인 배포 주도

• 컨테이너화된 테스트 대상 증가

•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대규모 테스트 (협업 테스트) 사례 증가

• 테스트 분석에 머신러닝 기법 적용

• UX/UAT 테스트 중시함

• 테스트 자동화 가속

•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증가하고 있음

- By Eva Johnson, QASymphony



테스트자동화트렌드 (2017)

• 테스터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음 (We’re All Testers Now)

• DevOps가 개발과 테스트의 간격을 없애고 있음

• 오픈소스 도구 수용 증가 (예: Selenium + Vendor tools)

• 테스트 대상이 Containerization, Micro service 화 되고 있음

• DevOps 환경에서 가상 테스트 환경 관리 자동화

• Behavior Driven Development와 Test Driven Development 도입 증가

•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부분의 검증 강화 (Visual Validations)

• 봇을 이용한 테스트 증가 (AI/ML을 활용해 Monkey 테스트가 스마트해지고 있음)

• 응용프로그램 보안 테스트 일반화

- qmetry.com



트렌드요약

DevOps 확산과 Shift-left Container 기반Microservice

UX/UAT테스트강화
보안 테스트강화

테스트자동화



테스팅트렌드 - Shift-Left Testing

지속적인 배포와 함께 소스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 필요

테스트 자동화 적용 유형:

• Unit Tests/BVT: 회귀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빌드 중에 실행

• Integration Tests: 모듈과 컴포넌트가 상호 운용 될 수 있는지 검증 (짧은 주기
테스트 권장 - 일간)

• Automated Acceptance Tests: 제품이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
(mini regression suite)

BVT (Build Verification Test)



테스팅트렌드 – 테스트자동화를위한개발문화의변화

- dimensional research 2017

자동테스트스크립트가작성되는시점

73%가기능개발과함께 테스트스크립트작성됨
테스트자동화가능 (DevOps 가능)



테스팅트렌드 – 테스트자동화도구분포

- dimensional research 2017

오픈소스도구사용증가



Unit Test/BVT Automation - Solution

• 문제점이 제품 코드에 통합되지 않도록 코드 커밋시 빌드 검증과 동시에 유닛
테스트 수행 권장



Unit Test/BVT Automation - Solution

지속적인통합과배포지원솔루션

Build
• CI 빌드서버
• 다중스테이지빌드계획지원
• 커밋빌드트리거지원
• 빌드플랜전용에이전트지정으로긴급빌드지원

Test
• 자동화된테스트수행
• 병렬자동테스트지원

너저분함

필요



Unit Test/BVT Automation - Solution

지속적인통합과배포지원솔루션

Deploy
• 배포프로젝트별각기다른배포환경으로배포지원
• 배포환경단위로사용자권한제어지원

Connect
• Jira Software, Bitbucket, Hipchat 등의도구연동을
통해빌드현황실시간모니터링지원

• 마켓플레이스로부터기능추가가능



DevOps를위한 Unit/BVT 테스트 – 데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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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 Acceptance Test Automation - Solution

• 오픈소스 기반 자동화 시스템 선호 추세

테스트케이스가많고복잡도가높음테스트케이스관리솔루션필수

웹 모바일앱 Windows 앱



테스트관리솔루션요구사항

DevOps의 테스트 자동화를 지원하는 테스트 관리 솔루션

• 테스트 프로젝트 관리

• 테스트 케이스 관리

• 테스트 슈트 관리

• 테스트 플랜 관리

• 테스트 실행 환경 관리

• 테스트 실행 관리 (자동, 수동 실행 지원)

• 요구사항 관리 도구 연동 (JIRA, Redmine, …)

• 빌드 도구 연동 (Bamboo, Jenkins, …)

• 테스트 프래임워크 연동 (CUnit, Selenium, Custom, …)

• 테스트 결함 관리 연동 (JIRA, Redmine, …)

• 실행 결과 대시보드 제공



DevOps를위한웹 UI 테스트 - 환경구성예

• OpenShift + Selenium docker container: Auto scaling 제공

• Microsoft Explorer는 virtualbox 적용 (docker container 미지원)

• odi: 테스트 플랜 실행, 테스트 오류 등록

Hub Chrome Firefox Explorer

odi Test Manager

SUT

Seleniu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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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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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ps를위한웹 UI 테스트 – 데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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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Recording

레코딩

테스트대상서비스 Selenium IDE



Test Script Export

Selenium IDE

Eclipse



시연동영상

https://youtu.be/TjbTBBzGtBw



요구사항과테스트케이스연동 (oid)



테스트케이스와결함연동 (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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