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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WEB대상으로 UI테스트를 최초 설계할 때, 웹로그를 분석하여 사용자들의 패턴을 파악하

고 자동으로 테스트 시나리오와 케이스를 설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메세지큐를 활

용하여 로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분석 시스템과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웹서버를 분리하여 

로그분석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현상을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로그분석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 사

용자들이 실제로 자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사용 경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

스에 대한 자료들을 접할 수 있어 테스트 분석, 설계 과정에서의 소요되는 시간이 감축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패턴으로 테스트 대상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후에 테스트를 통한 

결함이 조치가 된다면 사용자들이 결함 경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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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 시대를 마주하였다. 자동화 

시대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RPA(Robot Process Automation)

이다. RPA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중 UI테스팅 

도구는 RPA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 예이다. UI테스트 도구를 이용하

면 상당히 많은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최초 설계 단계에서 테스트 시나리오와 케이스 

설계하고 이를 레코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공수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 설계단계의 많이 

소모되는 공수와 시간을 줄이고, 실제 사용자들의 패턴을 기반한 

실질적인 테스트 시나리오 설계를 자동화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RPA(Robot Process Automation)

RPA는 사람이 수행하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자동화 로봇

을 이용해 자동화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업무를 사람이 아닌 자동화 

로봇이 수행하도록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반복적인 

업무들을 사람을 대신해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해주는 소프트웨

어 기술이다[1]. RPA 기술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라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테스팅 자동화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2,3].

1.2 웹 로그(Web Log)

웹 로그란 웹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추출되는 데이터는 Table 1.과 같이 접속시간, IP, Http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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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이전 페이지URL, 브라우저 정보, Cookie등이 있다[4,5].

Item Description

Date Date, time of request

IP Remote Host IP

Request URL Request URL

Status HTTP Status

Protocol Version Used Protocol Version

Referrer Previous Page

User agent Service Provider

Cookie Cookie ID

Table 1. Web Log Item

III. The Proposed Scheme

1.1 Model Configuration

다음의 [Fig. 1]은 제안하는 모델의 구성도이다.

Fig. 1. Model Configuration

본 시스템의 구성은 분석 스크립트가 설치된 웹서비스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메시지큐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는 로그 분석 시스템 그리고 

UI테스팅 관리도구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1.2 System Process

다음의 [Fig. 2]는 제안하는 시스템 프로세스이다.

Fig. 2. System Process

본 본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프로세스는 크게 6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설치 단계이다. 최초 UI테스팅을 할 대상 서비스에 분석 스크립트

를 설치한다. 둘째, 분석 단계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웹 로그를 메시지큐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메시지큐 

시스템에서는 대량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DB에 저장하

고 로그 분석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셋째, 웹로그 

분석에 대한 대시보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넷째, 설계 단계로 

우선 분석으로 추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 시나리오 케이스를 

자동화 설계하고 설계된 테스트 시나리오와 케이스를 수정하는 테일러

링 과정이 있다. 목록 작성이 완료되면 목록과 동일하게 테스트 케이스

를 레코딩한다. 다섯째, 수행 단계로 매일 등록된 시나리오에 대해 

테스트를 수행한다. 여섯째, 테스트 수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

드이다.

IV. Conclusions

UI테스트 자동화 설계 모델은 이를 활용해서 테스트의 분석 설계 

단계에서의 많은 시간 소모와 공수를 줄여주고, 사용자의 로그를 

분석해서 설계된 테스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패턴에 

대해 테스트를 정의하기 쉽다. 이렇게 추출된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결함을 우선적으로 조치한다면 사용자들은 결함 경험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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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테스트 자동화 설계는 충분한 사용자

들의 이용이 먼저 필요한 단점이 있고 보통 테스트를 서비스 오픈전에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자의 경험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또한 테스트 설계 단계에서 테스트 케이스 레코딩 또한 공수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테스트 레코딩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델 또한 

필요하다. 향후 해당 모델의 단점과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모델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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