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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GUI(Graphical user interfaces) 컴포 트는 사용자가 소 트웨어를 쉽게 작동할 수 있게 하며, 사

용자와 소 트웨어의 상호작용에 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GUI 컴포 트는 반드시 테스트가 되여 시

스템의 안 성, 견고성 그리고 사용가능성이 검증 되어야 한다[1]. 하지만 GUI 컴포 트 테스트는 기존

의 소 트웨어 테스트 과정보다 복잡하고 많은 양의 테스트 작업을 요구한다[2]. 기존 논문에서 제안한 

“Record-Playback 기반 테스트 이스 생성 방법”[3]은 GUI 컴포 트 테스트에서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테스트에 필요한 이벤트 생성 시 테스터의 개입으로 인하여 테스터에게 

부담을 주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테스터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벤트 생성 방법을 제시하고 이

벤트 그룹화를 통해 단일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다양하고 효과 인 테스트 시나리오의 자동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이 게 생성된 테스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GUI 테스트 이스 생성을 기술한다. 

2. 테스트 시나리오 생성 방법
 도우즈는 메시지 기반 운 체제로써 도우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도우즈에서 정의한 메시

지로 제어하며, 메시지의 생성과 처리를 무수히 반복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소 트웨어, 외부 입력, 시스

템 내부 상황 변화 등을 제어하기 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도우 메시지를 정의 할 정보

를 생성하거나 획득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도우 메시지를 생성하여 소 트웨어의 컨트롤을 제어할 수 

있다. Microsoft spy++와 같은 스 이 도구 혹은 스

이 라이 러리를 통해 컨트롤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4]. 

 그림 1의 정보 추출 모듈은 스 이 기술로 소 트웨

어의 컨트롤 속성 정보를 추출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

여 도우 메시지 생성에 필요한 정보만을 필터링 한

다. 그리고 필터링한 정보를 분석하여 컨트롤 행동 상

수를 나열한다. 

 테스터는 정보 추출 모듈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참조

하여 컨트롤 행동 상수, 행동 상수 인자, 이벤트의 동

작 명세, 이벤트가 발생하기 한 제약 사항, 테스터를 

한 이벤트 설명 등의 명세를 작성한다. 정보 추출 

모듈의 정보와 테스터가 작성한 명세로 단  이벤트가 생성된다. 단  이벤트(Unit Event)는 테스트 스

텝을 구성하는 최소 단 의 작업 이벤트를 말한다. 단  이벤트는 컨트롤을 제어하며 하나의 컨트롤에 

응된다. 이러한 단  이벤트는 정보 이벤트와 명령 이벤트로 분류 된다. 이 게 생성된 단  이벤트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류한다. 처음으로 키보드에 의해 제어되는 이벤트와 마우스로 제어되는 이벤트로 

분류한다. 두 번째로 컨트롤의 종류에 따라 단  이벤트를 분류한다. 세 번째로 정보 이벤트와 명령 이

벤트로 그룹 짓는다. 정보 이벤트(Information Event)는 소 트웨어의 작동을 해 필요한 데이터를 생

성시키는 단  이벤트를 의미한다. 테스트 수행 시 정보 이벤트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입력 데이터를 생

성한다. 그리고 명령 이벤트(Command Event)는 소 트웨어를 동작 시킬 수 있는 명령 입력을 의미한

다. 마지막 단계로 명령 이벤트의 그룹에서 비슷한 명령을 가진 단  이벤트들을 하  그룹으로 분류한

다. 와 같은 단  이벤트의 그룹화는 단  이벤트의 효율 인 리와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시나리오 

생성을 할 수 있다. 시나리오는 주어진 조건에 한 목표 소 트웨어의 외부 동작을 기술한 것이며, 시

나리오는 그 자체로 테스트 이스로 사용된다[5]. 시나리오 생성은 테스터가 소 트웨어의 명세를 참조

하여 기본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그리고 기본 시나리오에서 정보 이벤트와 명령 이벤트의 체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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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나리오 표 식

표 2 단  이벤트 그룹

그림 2 테스트 스크립트

운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완성된 시나리오는 표1의 

시나리오 표 식으로 표 된다. 시나리오가 완성되

면 테스터는 테스트 진행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 치에 체크포인트를 삽입한다. 끝으로 앞에서 

작성된 시나리오 표 식으로 테스트 스크립트를 생

성한다.

3. 사례연구: 계산기
 계산기의 모든 컨트롤에 한 정보를 추출하고 테

스터를 한 명세를 작성하여 단  이벤트를 생성한

다. 생성한 단  이벤트의 명세로 마우스와 키보드 

이벤트를 분류한 후 컨트롤의 종류에 따라 단  이

벤트를 분류한다. 테스터는 계산기의 명세를 참조하

여 각 그룹의 단  이벤트를 정보 이벤트와 명령 이

벤트로 분류한다. 표 2는 계산기의 단  이벤트를 

그룹화한 테이블이다. 

 테스터는 계산기의 명세를 참조하여 기본 시나리

오 “12 + 1000 - 12 * 100 =”을 생성한 후 기본 시

나리오의 정보⋅명령 이벤트의 체로 시나리오 "

0～99 +|-|*|/ 0～9999 +|-|*|/ 0～99 +|-|*|/ 0～999 

+|-|*|/|%|sqrt=" 을 생성한다. 그리고 표 1의 시나

리오 표 식에 따라 표 식“[G6:2]>[G3.1]>[G6:4]>

[G3.1]>[G4:2]>[G3.1]>[G4:3]>[G5]”를 작성하고 테

스터는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편집

하여 테스트 시나리오“{[G6:2]>[G3.1]>[G6:4]>[G3.

1]>[G4:2]>[G3.1]>[G4:3]>[G5(6)]}10”을 생성한다.

 테스트 시나리오가 작성되면 테스터는 계산기의 G

UI 테스트 에 오류를 검출 될 수 있는 치를 선

택하여 체크포인트를 삽입하고 그림 2와 같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생성한다.

4. 결 론
 기존 논문의 테스트 이스 생성 방법은 단  이벤트의 

생성 시 테스트의 개입을 요구하 지만 본 논문은 테스터

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단  이벤트 생성 방법을 제안하

다. 한 단  이벤트 그룹화를 통해 단일 테스트 시나리

오를 다양하고 효율 인 테스트 시나리오로 생성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이는 GUI 컴포 트 테스트의 다양하고 양

으로 많은 테스트 수행을 GUI 컴포 트들의 무질서한 

조합으로 구성된 테스트 시나리오가 아닌 다양하고 의미 

있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GUI 컴포 트를 검증 

할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기존 논문 보

다 강력한 테스트 이스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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