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Inf. Technol. Appl. Manag. 27(6): 101~116, December 2020 ISSN 1598-6284 (Print)

https://doi.org/10.21219/jitam.2020.27.6.101 ISSN 2508-1209 (Online)

SW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한 핵심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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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Success Factors for Implementing Software Test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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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prioritize activities for implementing the
automation of software test. Software testing proceeds in five steps of test plan, test case design, test
scripting & test environment setup, test execution & evaluation, and test closure. From the literature, twenty
influence factors in the five steps were identifi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en experts in software
testing selected fourteen factors on the basis of importance and feasibility. Some factors were further
divided to clarify their meanings and the number of influence factors finally became twenty one. A survey
on the influence factors was conducted with 75 IT professionals. An importance-feasibility analysis was
applied to the survey responses and classified the influence factors into four groups of essential factors,
critical factors, low priority factors, and minimal factors. Essential factors include objectives for test auto-
mation, strategies for test automation, test automation training, test automation education, setting up test
automation environment, setting up test environment, test automation tool selection. Critical factors include
management's continued support, management's continued interest, role of automation engineers, and skills
of automation engineers. This result suggests that a lot of efforts should be put into SW test plan for
the successful SW test automation and SW automation should proceed in consideration with the priorities
and resource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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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바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도가 증가하였

으며, 다양한 기술적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프트웨어(software : 이하 SW) 품질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 SW 개발비용 중품질비용1)은 62%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SW 공학 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확인 되었다[Kim et al., 2011]. 이러한 SW

품질 비용을 절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테스트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좋은 해결책으로 테스트 작업의 일부를 자동화

하는 것이다[Karhu et al., 2009]. 이는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어, 테스트 비

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Ramler and Wolfmaier,

2006].

SW테스트수행은일반적으로수동테스트(Manual

Testing)와 자동화 테스트(Automated Testing)

로 나눌 수 있다. 수동 테스트는 반복 작업이거의 없는

인수 테스트 또는 테스트 엔지니어의 경험과 지적 능력

을 필요로 하는 탐색적 테스트가 적합하고, 자동화 테

스트는 반복적인 작업을 실행하는 단위 테스트 또는 회

귀 테스트가 적합하다[Rosenfeld et al., 2017]. 이

와 같은 자동화 테스트를 위해서는 테스트 스크립트 개

발과 실행, 테스트 결과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테

스트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

로젝트에서 개발된 원시프로그램은 신뢰성 있는 테스

트를수행할 수있는 정도로 구현되지 않아 SW의 테스

트 가능성이 낮고, 테스트 자동화를 적용하는 것도 어

렵다[Taipale and Smolander, 2006a].

SW 공학은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Osterweil, 1997]. SW 테

스팅은 품질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테스

트 자동화의 성공적인 도입은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Kasurinen

et al., 2010]. 또한, 기존 연구에서 프로세스 개선,

테스트도구를통한테스트자동화적용, 테스트표준화

와같은활동이비용절감과품질향상에가장큰효과가

1)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Osterweil, 1997; Taipale

et al., 2006b; Kasurinen et al., 2010].

본 연구는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를 바탕

으로 테스트 자동화 구축에 필수적인 활동들을 구체화

한다. 둘째,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

view)를 통해확인된구체적인활동들의중요도와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테스트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성공

요인을 선정한다. 셋째, 파악된 성공요인의 적합성 여

부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해 빈도분석과 IPA(Importance Perfor-

mance Analysis)를 실시하여 핵심성공요인을 도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테스트 자동화의 개념과 중요성

SW 테스트는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

행하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 예

상과 실제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사하여 결

함을 발견하는 방식이다[Lee and Kwon, 2011].

수동 테스트는 테스터가 테스트 계획에 따라 테스

트 사례(Test Case)를 통해 SW 기능을 수동으로 실

행시키면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을 의

미한다. 자동 테스트는 일련의 테스트 과정(테스트 사

례 생성, 수행 및 분석)을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통해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한다[Dustin et al., 2009].

자동 테스트의 장점으로는 테스트가 요구되는 상황

을 정확하게 재현 가능하며, 동일한 종류의 테스트 작

업에 테스트 사례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빠르고 정확

한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자동 테스트 환경 구축에

대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시스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색상, 글꼴, 크기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테스트 스크립트 유지 보

수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을 들 수 있다.

<Figure 1>은 테스트 계획부터 테스트 설계, 테스

트 수행, 테스트 마감 활동까지 일반적인 테스트 프로

세스를 도식화한 것이다. 테스트 자동화는 전형적으로

<Figure 1>의 ‘테스트 수행’과 ‘테스트 결과 분석’을 주

로다루었고, 그동안 많은성장을이루었다. 실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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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nium2) 및 Testdroid3)와 같은 다양한 자동화

도구가 활용하고 있다[Garousi and Elberzhager,

2017].

최근 테스트 자동화는 ‘테스트 수행’ 및 ‘테스트 결과

분석’ 뿐만 아니라 ‘테스트 사례 작성’ 및 ‘결함등록’ 등

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테스트 자동화는 테스터의 경험과 직관

을 통한 분석 능력, 테스트 기술들의 이해, 테스트 전

략 노하우 등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 업무 흐

름 전체를 자동화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Berner et

al., 2005].

<Figure 2>는 테스트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해 테스

트 프로세스에서 자동화 가능 영역을 표현한 것이다.

테스트사례설계는테스터의경험과지적능력을활용하

여수동으로작성하거나다양한조건을기반으로시스템

에서자동으로생성할 수있다. 테스트스크립트작성은

테스트 자동화에서만 필요한 활동으로 작성된 테스트

사례를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변경

하는절차이다. 테스트스크립트작성 역시테스트 엔지

니어 또는 테스터가 수동으로 작성하거나, Selenium

IDE4)와 같은 기록(Recoding) 도구를 통한 자동생성

이 가능하다. <Figure 2>와 같이 수동 테스트와 자동

테스트의조합을통해기존의테스트도구를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모든 테스트 활동에서 자동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테스팅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는 테스팅 과정에

서 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

할수있어자원을절약하고 인적 오류(human error)

를줄일수있으며, 실무자는 보다생산적이고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수 있게 해준다. 또한, 테스트 수행 결과

를개발자들에게빠른시간안에피드백할수있어개발

의위험을최소화할수있다. 이런장점은테스트자동화

가 SW개발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되게 하였

다[Garousi and Elberzhager, 2017].

2) Selenium은 다양한 브라우저 및 플랫폼에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오픈소스 자동화 도구
3) Testdroid는 비트바(Bitbar)사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제품
4) Selenium IDE는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쉽게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Chrome 및 Firefox 확장 프로그램

<Figure 1> General Testing Process

<Figure 2> Test Automation Activities[Garous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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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테스트 자동화의 영향요인

테스트 자동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SW 테스트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반

적인 연구와 다양한 테스트 도구를 활용한 테스트 수

행 및 테스트 결과 분석, 테스트 사례 자동 생성 등의

부분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결과들과

연구자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Table

1>과 같이 5개의 테스트 자동화 프로세스 관점에서

20개의 테스트 자동화 영향요인으로 분류 및 정리하

였다.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테스트 프로세스와 테스트 자동화 구현에 필요한 활동

을 추가하여 ‘테스트 계획’, ‘테스트 사례 설계’,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및 테스트 환경 설정’, ‘테스트 실행 및

평가’, ‘테스트 마감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테스트 계획에서의 영향요인은 테스트 자동화

목표 수립, 테스트 자동화 전략 수립, 경영진의 지속적

인 관심과 지원, 투자대비 수익과 지표5)(metrics),

자동화 엔지니어의 역할과 기량, 테스트 자동화를 지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지속적인 진척 현황 추

적에따른적절한대응, 테스트자동화결정행렬(mat-

rix)이다.

5) 지표는 측정법을 만들어 내는 엔티티의 속성으로 정해진 수치

Processes Influence Factor

Reference
Graham&
Fewster
(2012)

Kasurinen
et al.
(2010)

Dustin
et al.
(2009)

Ng
et al.
(2004)

Garousi&
Elberzhager
(2017)

Author

Test Plan

Objectives for Automated Test v v v
Strategies for Automated Test v v v
Management’s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v

Return on Investment and Metrics v v
Role and Skills of Automation Engineers v v v
Understand AST(Automated Software
Testing) Support Requirements

v v

Continuously Track Progress and Adjust
Accordingly

v

Test Automation Decision Matrix v v

Test-Case
Design

Abstraction of TestwareArchitecture v v
Test Automation Frameworks and
Processes

v v v v

Testing Methodology and Techniques v v

Test
Scripting
and Test

Environment
Setup

Test Automation Tool Selection and
Development

v v v

Set up Test and Automation Environment v v
Automation Reusability v v
Minimize maintenance costs v

Test
execution
and

evaluation

Review and static analysis of test
automation

v v

Failure Result Analysis v v
Test automation issues v v

Test Closure
Test results reporting and Documentation
flexibility

v v

Test Automation Education and Training v v v

<Table 1> The Influence Factors of Test Automation Suggested by an Advanc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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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자동화목표수립은명확하고구체적으로정의

될수록목표달성여부를쉽게평가할수있다[Graham

and Fewster, 2012; Garousi and Elberzhager,

2017]. 또한, 테스트 자동화 프로젝트의 범위와 자동

화 목표를 문서로 만들어 조직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Dustin et al., 2009].

테스트자동화전략수립은위자동화목표에서정의한

범위와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Dustin et al., 2009].

또한, 이미 다양한 환경에 맞게 많은 자동화 도구가 존

재하지만, 자동화 도구 시장은 프로그래밍 언어, 테스

트 환경, 라이선스 유형 등에 의해 단편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테스트 자동화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Garousi and Elberzhager, 2017; Kasurinen

et al., 2010].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관리자와 경영진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동화가 하는 업무와

비용 대비 효과, 필요한 예산과 일정 등을 이해시키고,

테스트 자동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Graham and Fewster,

2012].

투자대비 수익과 지표는 자동화 개발에 투자한 비

용보다 장점과 절약 측면에서 더 많은 비용을 보상받

기 위해 평가하는 것으로 수동 테스트로 실행한 시간과

자동으로 동일한 테스트를 실행하는 시간을 비교하는

것외에도자동화구현시간, 자동화의유지보수, 실패한

테스트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 테스트 커버리지(cove-

rage) 등다양한지표를고려해야한다[Graham and

Fewster, 2012; Ng et al., 2004].

자동화 엔지니어의 역할과 기량은 테스터와 다르다.

자동화 엔지니어는 테스터와 자동화 도구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Graham and Fewster,

2012]. 자동화 엔지니어는 자동화 스크립트, 데이터,

기대결과, 추가적인 도구와 유틸리티를 설계하고 작성

하며, 테스터를도와기술적인문제를해결하고, 새로운

테스트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다[Dustin et al., 2009;

Ng et al., 2004].

테스트 자동화를 지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는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테스트 자동화 도

구, 테스트자동화데이터, 테스트 자동화환경, 테스트

자동화 프로세스 등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관리해야 한다[Dustin et al., 2009]. 이러한 요구

사항은 테스트 자동화 계획의 기초가 되며, 우선순위

분류 및 위험(Risk) 평가에 도움을 준다[Graham

and Fewster, 2012].

지속적인 진척 현황 추적에 따른 적절한 대응은 다

양한 테스트 자동화 지표를 통해 테스트 자동화의 효

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필요에 따라 조

정할 수 있다[Dustin et al., 2009].

테스트 자동화 결정 행렬는 체계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 대상을 수동 테스트 영역과 자동

테스트 영역으로 구분하기 위한 자동화 결정 행렬을 구

현한다[Garousi and Elberzhager, 2017; Ng et

al., 2004]. 선행연구의특정사례에서는의사결정지원

도구가 권장한 활동을 자동화함으로써 테스트 효율성

(장애탐지능력)이향상되어약 341%의투자대비수익

을 달성하였다[Garousi and Elberzhager, 2017].

테스트 사례 설계는 테스트웨어6)(testware) 아키

텍처의 추상화,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와 프로세

스, 테스팅 방법론과 기법이 테스트 자동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테스트웨어 아키텍처의 추상화는 테스트웨어에서

테스트 사례 작성과 테스트 실행 도구를 분리하는 것

으로 테스트 사례를 작성하는 테스터나 유지보수 하는

사람이 모두 사용하기 쉬운 수준의 추상화를 구현하는

것이다[Graham and Fewster, 2012]. 이와 같은

추상화 수준이 자동화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는 테스터가 자동화를 쉽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Dustin et al., 2009].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는 테스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테스트 구조화의 향상을 도와주는

자동화설명지침서를제공하며, 테스트프로세스를통한

효과적인 자동화 구현 절차를 수립한다[Kasurinen

et al., 2010; Garousi and Elberzhager, 2017;

Ng et al., 2004]. 또한, 표준 명명 규칙, 테스트웨어

를 저장할 표준 저장소, 테스트를 생성하는 표준 방식,

테스트 문서화의 표준 방식, 표준화된 객체, 스크립트

데이터 파일 이름, 각 스크립트에 대한 표준 도움말

(helper) 등자동화에맞는표준을정의한다[Graham

and Fewster, 2012].

6) 테스트웨어는자동화테스팅에필요한스크립트, 데이터,
파일, 유틸리티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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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팅 방법론과 기법은 다양한 테스팅 방법론과

테스트 사례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테스트 사례를 설

계한다[Ng et al., 2004]. 테스트 자동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정확한 테스트 사례의 설계가 중

요하다[Graham and Fewster, 2012].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및 테스트 환경 설정 단계에

서 테스트 자동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테스트 자

동화 도구의 선정 및 개발, 테스트 및 자동화 환경 구

성, 자동화 재사용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이다.

테스트 자동화 도구의 선정 및 개발은 자동화 도구

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

는데 망설이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테스트 도메인에

특화된 도구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Graham and

Fewster, 2012; Dustin et al., 2009]. 또한, 자

동화 도구 선정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원

하는 작업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직

접 개발하면 이상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자동화 도구를

얻게 된다[Ng et al., 2004].

테스트 및 자동화 환경 구성은 테스트 자동화 실행

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외부 요

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Kasurinen et al.,

2010]. 또한, 자동화 스크립트, 테스트 데이터, 추가

적인 도구 및 유틸리티 등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테스

트 환경에 맞게 설정한다[Graham and Fewster,

2012].

자동화 재사용 가능성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많

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테스트 자동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스크립트

를 모듈화 또는 라이브러리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작성

한다[Graham and Fewster, 2012]. 이는 이전 테

스트 단계에서 사용한 스크립트의 모듈을 재조립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시간을 줄

일 수 있다.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는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변

화에 자동화 스크립트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의

존성을 최소화하고, 스크립트 작성시 목적과 사용방

법, 사전조건, 사후조건 등 유용한 정보를 명시한다.

테스트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검토(review) 및 정적분석, 실패결과 분석, 테

스트 자동화 장애가 테스트 자동화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다.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검토 및 정적분석은 스크립트

를 포함한 자동화 코드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검토

나 정적분석을 통해 내부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테스트

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Graham and Fewster,

2012]. 또한, 자동화 테스트가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

고, 테스트웨어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된다

[Garousi and Elberzhager, 2017].

실패결과 분석은 자동화 실행 중 발견된 결함이 어

떤 상황과 조건에서 발생된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Dustin et al., 2009]. 테스트가 실패할 경우 원인

분석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결함이 발생한 상

황을 녹화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상세 로그 등 유용한

추가 정보를 기록하도록 설계한다[Graham and

Fewster, 2012].

테스트 자동화 장애는 테스트 자동화 구현 및 운

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들을 해결하고 관리한다

[Kasurinen et al., 2010]. 체계적으로 잘 세워진

계획대로 구현했을지라도 결함은 발견될 수 있으며,

이를 수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Dustin et al., 2009].

마지막으로 테스트 마감 활동은 테스트 결과 보고

및 문서화의 유연성, 테스트 자동화 교육 및 훈련이다.

테스트 결과 보고 및 문서화의 유연성은 테스트 수

행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

고, 테스트웨어 관련 정보를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한다[Graham and Fewster,

2012; Garousi and Elberzhager, 2017]. 테스

트 결과는 보고 받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며,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결과를 필터하고

해석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Graham et

al., 2012). 문서화의 유연성은 자동화를 실행하면서

테스트가 실행됐을 때의 정확한 기록과 실제 결과, 사

용 설정, 테스트 실행 기준 상태 등을 수집하여 문서화

할 수 있다[Garousi and Elberzhager, 2017].

테스트 자동화 교육 및 훈련은 자동화 운영을 위해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학습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Graham and Fewster, 2012; Ng et al., 2004].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팅 지식과 프

로그래밍 지식 같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학습곡선이 발생한다[Dusti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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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진행

3.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 연구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

인 정성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 구성원들이 상호교환적인 의견표출을 통해 연

구자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다양한 관점을 포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가

구성원들의 표집이 적어 대표성 보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Rabiee, 2004].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

기 위해 학계 및 연구소, SW 테스트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설문과 심층

면접을 수행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중요도(Importance) 와 실현가능

성(Feasibility)을 검증 항목으로 사용하여 <Table

1>에 제시된 영향요인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5개의 테스트 프로세스에 맵

핑된 테스트 자동화 영향요인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도출된 영향요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향요인

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1. 중요도(Importance)

∙조작적 정의 : 테스트 자동화 구현시 도출된 성

공요인의 중요도 여부

∙측정 : 테스트 계획 관련 성공요인의 중요도, 테

스트 사례 설계 관련 성공요인의 중요도,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및 테스트 환경 설정 관련 성공요

인의 중요도, 테스트 실행 및 평가 관련 성공요인

의 중요도, 테스트 마감 활동 관련 성공요인의 중

요도

2. 실현가능성(Feasibility)

∙조작적 정의 : 도출된 성공요인이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측정 : 테스트 계획 관련 성공요인의 실무 적용

가능성, 테스트 사례 설계 관련 성공요인의 실무

적용 가능성,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및 테스트 환

경 설정 관련 성공요인의 실무 적용 가능성, 테스

트 실행 및 평가 관련 성공요인의 실무 적용 가능

성, 테스트 마감 활동 관련 성공요인의 실무 적용

가능성

Processes Influence Factor

Test Plan

Objectives for Automated Test

Strategies for Automated Test

Management’s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Role and Skills of Automation
Engineers

Understand the AST(Automated
Software Testing) Support
Requirements

Test-Case
Design

Test Automation Frameworks
and Processes

Test Scripting
and Test

Environment
Setup

Test Automation Tool Selection
and Development

Set up Test and Automation
Environment

Automation Reusability

Minimize maintenance costs

Test execution
and evaluation

Failure Result Analysis

Test automation issues

Test Closure

Test results reporting and
Documentation flexibility

Test Automation Education and
Training

<Table 2> The Success Factor Affecting Test Automation

심층 면접은 30분에 걸쳐 10명의 참여자들7)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자의 주도하에 도출된 테스트

자동화 영향요인이 중요한 이유와 실무에 적용이 어려

운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대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기존 5개의 테스트 프로세스에 맵핑

된 20개의 영향요인 중 아래 6개의 영향요인을 제외

한 14개 요인을 테스트 자동화 성공요인으로 통합하

여 <Table 2>와 같이 다시 정리하였다.

제외된 6개의 영향 요인은 투자대비 수익과 지표,

지속적인 진척 현황 추적에 따른 적절한 대응, 테스트

자동화 결정 행렬, 테스트웨어 아키텍처의 추상화, 테

스팅 방법론과 기법,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검토 및

정적분석으로 모두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이 낮게 측정

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별도 논의 결과 투자대비 수익

과 지표, 테스트 자동화 결정 행렬은 프로젝트 특성에

7) 참여자들은 학계(연구기관 포함) 전문가 3명(30%), 7년
이상 경력 자동화 엔지니어 3명(30%), 5년 이상 경력
테스트 엔지니어 2명(20%), 10년 이상 경력 테스트 관
리자 2명(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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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많이 받고 자동화 구현 초기에 의미 있는 지표

나 항목들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공요인으

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속적인 진척 현

황 추적에 따른 적절한 대응은 테스트 자동화 구축 시

기 보다는 테스트 자동화를 운영하면서 자동화 영역을

추가하고 확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

나 제외되었다. 테스트웨어 아키텍처의 추상화, 테스

팅 방법론과 기법은 사전에 정의된 내용으로 인해 테

스트 자동화 시나리오가 경직될 수 있고, 테스트 사례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테스트 자

동화 구현 초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논의되었으며, 테

스트 자동화에 대한 검토 및 정적 분석은 자동화 스크

립트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지만, 자동화 도구를 내부

에서 개발하지 않고 상용화 솔루션이나 오픈 소스 자

동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성이 낮은 요인으로

논의되어 제거하였다.

3.2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한 성공요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14개의 테스트

자동화 성공요인 중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자동화 엔지니어의 역할과 기량, 테스트 자동화 프레

임워크와 프로세스 수립, 테스트 자동화 도구 선정 및

개발, 테스트 및 자동화 환경 설정, 테스트 결과 보고

및 문서화의 유연성, 테스트 자동화 교육 및 훈련은 1

개의 성공요인에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이를 분해하

기 위해 <Table 3>과 같이 성공요인을 21개로 정리

하였다.

또한, 성공요인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아

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테스트 자동화 목표 수립 : 테스트 자동화 방향을

잃지 않도록 테스트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테스트 자동화의 명확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테스트 자동화 전략 수립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해 체계적

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제시

하고 테스트 자동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 : 경영진에게 테스트 자동

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자

동화 구축과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 및 필요한 시간,

비용 등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

∙경영진의 지속적인 지원 : 경영진의 테스트 자동화

필요성 인식 개선 및 협조를 구하여 테스트 자동화

에 쓰이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자원이 할당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자동화 엔지니어의 역할 : 자동화 엔지니어의 역할

과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필요한 기량

을 갖춘 핵심인력을 적절하게 투입해야 한다.

∙자동화 엔지니어의 기량 : 테스트 자동화 구현에

투입되는 자동화 엔지니어는 전체 자동화 프로세스

에 대한 이해와 제반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 및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Processes Influence Factor

Test Plan

1. Objectives for Automated Test

2. Strategies for Automated Test

3. Management’s continued
interest

4. Management’s continued
support

5. Role of Automation Engineers

6. Skills of Automation Engineers

7. Understand AST(Automated
Software Testing) Support
Requirements

Test-Case
Design

8. Test Automation Frameworks

9. Test Automation Processes

Test Scripting
and Test

Environment
Setup

10. Test Automation Tool
Selection

11. Test Automation Tool
Development

12. Set up Test Environment

13. Set up Test Automation
Environment

14. Automation Reusability

15. Minimize maintenance costs

Test execution
and evaluation

16. Failure Result Analysis

17. Test automation issues

Test Closure

18. Report test results

19. Flexibility of test results
documents

20. Test Automation education

21. Test Automation training

<Table 3> The Success Factors for Implementing Test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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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자동화를 지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

테스트 대상 시스템과 테스트의 요구사항을 이해하

고, 테스트 자동화 요구사항 (자동화 데이터, 자동

화 환경, 자동화 프로세스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 수립 : 테스팅의 일관성

을 유지하고, 테스트 구조화의 향상을 도와주는 테

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테스트 자동화 프로세스 수립 : 수립된 자동화 프

레임워크에 대한 자동화 설명 가이드, 지침서 및 테

스트 프로세스를 통해 효과적인 자동화 구현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테스트 자동화 도구 선정 : 자동화 도구의 유용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용/공개 SW 도구를

검토하고 선정한다.

∙테스트 자동화 도구 개발 : 조직에 맞는 테스트 자

동화 환경을 위해 필요에 따라 테스트 자동화 도구

를 직접 개발하여 배포한다.

∙테스트 환경 설정 : 테스트 자동화를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테스트 환경과 데이터가 설정되어야 한다.

∙테스트 자동화 환경 설정 : 테스트 자동화 스크립

트가 실행될 수 있는 테스트 자동화 환경이 설정되

어야 한다.

∙자동화 재사용 가능성 : 기존에 작성된 스크립트의

재사용이 쉽도록 자동화 스크립트를 모듈화 또는 라

이브러리화하여 작성한 후 관리 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 테스트 대상이 변경될 때

마다 자동화 스크립트가 함께 바뀌지 않도록 의존성

을 최소화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한다.

∙실패 결과 분석 : 테스트 실패 시 결함이 발생한 상

황을 녹화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상세 로그 등 유용

한 추가 정보를 기록하도록 설계하여 결과 분석 시

간을 단축한다.

∙테스트 자동화 장애 : 테스트 자동화 구현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하고 관리한다.

∙테스트 결과 보고 : 테스트 수행 결과를 빠르고 정

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보고 페이지를 제공하

고 유관부서와 결과를 빨리 공유한다.

∙테스트 결과 문서화의 유연성 : 테스트웨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테스트 자동화 교육 : 테스트 자동화 운영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튜토리얼을

제공한다.

∙테스트 자동화 훈련 : 제공된 교육 후 충분한 여유

를 두어 학습한 테스트 자동화 내용이 내재화 되도

록 실습을 통해 훈련한다.

3.3 분석 방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한 성공요인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분

석하기 위해서 중요도-성취도 분석법(IPA : Impor-

tance Performance Analysis)을 이용하였다. IPA

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성취도의 두 개념을 2차원 격자도

(Grid)에 표기하고 서비스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취

도를 동시에 비교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

이다[Martilla and James, 1977; Park et al.,

2019]. IPA는 <Figure 3>과 같이 4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

은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

지시켜 주어야 하는 ‘유지영역’, 제2사분면은 중요도

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영역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집중영역’,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하위에

해당하는 ‘저순위영역’, 제4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 높은 영역으로 현재 투입된 노력을 다른 속성

으로 전화할 필요가 있는 ‘과잉영역’으로 구분되어 진

다[Park et al., 201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IPA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연구목적에맞게 <Figure 4>와같이 재정의하여 IFA

(Importance-Feasibility Analysis)라고 부른다.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은 영역

으로 해당 영역의 항목들은 테스트 자동화를 구현하는

데 기본이 되는 “필수영역”, 제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

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영역으로 테스트 자동화 구

현에 매우 중요한 “중점영역”,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영역으로 테스트 자동화에 중

요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저

순위영역”, 제4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지만, 실현가능성

이 높은 영역으로 해당 항목에 투입되는 자원은 최소

화해야 하는 “최소영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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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공요인(CSF : Critical Success Factors)

이란 조직이나 역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

야 한다[Rockart, 1979]. 조직은 전략적인 차원에

서 핵심 요인들을 식별해내어, 각 요인에 대해 설정

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Yoo

and Yang, 2002]. 또한, 조직의 정보기술 및 사업

과 관련된 전략계획에 핵심성공요인을 활용할 수 있다

[Rockart, 1982; Kim and Kim, 2010], 본 연구

에서는 앞에서 정의된 IPA 영역 중 중요도가 높고 실

현가능성이 낮은 제2사분면의 ”중점영역”이 성공적인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관리

되어야 하는 성공요인으로 판단하였다.

3.4 설문조사 및 측정

다양한 업종의 IT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자

동화 구현을 위한 성공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2019년 5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50

일간에 걸쳐 진행하였고, 응답결과는 75명이 응답하

였다.

측정변수와 설문항목 구성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를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 21개에 대하여 중요도와 실

현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각 항목별로 성공요인에 대한 상세정의를 작성

하고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묻는 항목으로 나누어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외 설문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0을 이용하여빈도분석을수행하

였으며, IFA(Importance-Feasibility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테

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4. 설문조사 결과 논의

4.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4>는 설문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

고있다. 응답자는 IT실무 담당자로 총 75명이며, 성별

분포는 남성이 45명(60%), 여성이 30명(40%)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30대가 32명(42.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25명(33.3%)으로뒤

를 이었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자가 35명(46.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 3년제 전문대졸이 22명

(29.3%), 대학원 이상이 16명(21.3%)으로 나타났

다. 업종은 게임 분야가 27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 분야가 21명(28%)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한, 임베디드 분야가 11명(14.7%)으로 나타났으며 교

육, 금융, 의료, 공공사업분야및기타는 2.7%~5.4%

사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무는 테스트 엔지니어가

37명(49.3%)으로 과반수에 조금 못 미쳤고 테스트 자

동화 엔지니어가 18명(24%)으로 뒤를 이었다. 경력은

10년 이상이 20명(2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7년 미만이 16명(21.3%), 3년~5년 미만이 15

명(20%), 1년~3년 미만이 13명(17.3%)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규모는 51~100명이 20명

(26.7%)이고, 다음은 101~300명이 16명(21.3%)

로 뒤를 이었다.

<Figure 3> IPA Framework <Figure 4> IFA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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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
ristic

Division N %

Gender
Male 45 60.0

Female 30 40.0

Age

20~29 25 33.3

30~39 32 42.7

40~49 18 24.0

Education

High school degree 2 2.7

College degree (2, 3 years) 22 29.3

Bachelor degree 35 46.7

More than Graduate degree 16 21.3

Industry

Education 2 2.7

Financial 4 5.3

Medical 3 4.0

E-Commerce 21 28.0

Embedded 11 14.7

Game 27 36.0

Public works 4 5.3

Other 3 4.0

Tasks

Test engineer 37 49.3

Test automation engineer 18 24.0

Test manager 9 12.0

Programming engineer 7 9.3

Other 4 5.3

Personal
History

Less than 1 year 2 2.7

1~3 under 13 17.3

3~4 under 15 20.0

5~7 under 16 21.3

7~10 under 9 12.0

More than 10 years 20 26.7

Business
scale

1~50 persons 5 6.7

51~100 20 26.7

101~300 16 21.3

301~500 14 18.7

501~1000 10 13.3

More than 1000 persons 10 13.3

Total 75 100

<Table 4> Demographics of Survey Respondents

4.2 중요도-실현가능성 분석

IP 분석을 위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중심선을 결

정해야 한다. 중심선은 각 요인과 항목들이 포함되는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중요도나 만족도는 절대

값을측정하는것이아니라상대적인값을정하는것이기

때문에 분석 목적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보편

적으로 중심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 또는 척도의 중앙값을 사용하거나, 표준편차 계

산을 통한 중앙값 또는 임의로 정한 값 등의 방법이 활

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영역별 항목분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Chung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가 테스트 자동화 구현 시 수행하는 활동들에 대

한 상대적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측면이 더욱 고려되었

기 때문에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도-실현가능성 분석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21개의 테스트 자동화 성공요

인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를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으로

평가하였고, 중심선은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중요도 평

균값은 5.65, 실현가능성의 평균값은 4.81로 나타났

으며, 이를 기준으로 SPSS 20에서 산점도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분석한 결과 <Figure 5>와 같다.

제1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1. 테스트 자동화

목표 수립, 2. 테스트 자동화 전략 수립, 21. 테스트

자동화 훈련, 20. 테스트 자동화 교육, 13. 테스트 자

동화 환경 설정, 12. 테스트 환경 설정, 10. 테스트 자

동화 도구 선정’으로 테스트 자동화 구현시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임과 동시에 실현가능성도 높

게 나타났으므로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수요인이다.

<Figure 5> IPA of Success Factors for Implementing
Test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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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분면에 속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4. 경영진의

지속적인 지원, 3.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 5. 자동화

엔지니어의 역할, 6. 자동화 엔지니어의 기량’으로 실

무자들이 인식하는 중요성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낮게

나왔으므로 해당 항목들의 실현 여부가 테스트 자동화

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점요인이다.

제3사분면에 해당하는 ‘11. 테스트 자동화 도구 개

발, 14. 자동화 재사용 가능성, 15. 유지관리 비용 최

소화’ 항목은 중요도도 낮고 실현가능성도 낮기 때문

에 실무자들이 테스트 자동화 구현 시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할 사항에서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요인들은 테스트 자동화 구현 시 불필요한

항목인 것은 아니며, 자동화 구현 이후 운영 단계에서

자동화를 고도화 할 때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제4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18. 테스트 결과

보고, 16. 실패 결과 분석, 8.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

크 수립, 7. 테스트 자동화를 지원하는 요구사항에 대

한 이해, 9. 테스트 자동화 프로세스 수립, 17. 테스트

자동화 이슈, 19. 테스트 결과 문서화의 유연성’으로

중요도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요인으로 테

스트 자동화 구현 시 해당 요인에 불필요한 자원이 투

입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Figure 5>에 표기된 요인들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고, 제1사분면과 제2사분면에 선정된 필수요

인과 중점요인들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테스트 자동화 목표와 전략 수립은 테

스트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신

뢰성 테스트 등)에 따른 전략 수립은 체계적이고 일관

성 있는 테스트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다. 그러므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테스트 자동

화 목표와 전략 수립은 테스트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 둘

째, 테스트 자동화의 교육 및 훈련이다. 실무자들이 구

현된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과 변화에

따른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 도구의 튜

토리얼(Tutorial) 및 상세 기능에 대한 교육을 진행

하고, 교육을 통해 학습된 내용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반복 훈련이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구현된 테

스트 자동화 시스템을 실무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다면 테스트 자동화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테스트 자동화 환경 설정 및 테스트

환경 설정도 테스트 자동화 구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테스트 자동화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실무자들이 테스트 자동화를 실행하고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단위 테스트 또는 통합 테스트 환경과 같이 자동화 테

스트 실행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별도로 분리하고, 테

스트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설정하여 수동 테스트

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동화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테스트

자동화 도구 선정은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의 근간이

되므로 도구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자동화 도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성숙도, 강점과 약점을 평

가하고, 호환성, 사용성, 도구의 가격, 유지보수 지원,

Quadrant Success Factors

First Quadrant
(Essential Area)

1. Objectives for Automated Test, 2. Strategies for Automated Test, 21. Test Automation
training, 20. Test Automation education, 13. Set up Test Automation Environment, 12. Set
up Test Environment, 10. Test Automation Tool Selection

Second Quadrant
(Critical Area)

4. Management’s continued support, 3. Management’s continued interest, 5. Role of
Automation Engineers, 6. Skills of Automation Engineers

Third Quadrant
(Low priority Area)

11. Test Automation Tool Development, 14. Automation Reusability,
15. Minimize maintenance costs

Fourth Quadrant
(Minimum Area)

18. Report test results, 16. Failure Result Analysis, 8. Test Automation Frameworks,
7. Understand the AST(Automated Software Testing) Support Requirements, 9. Test
Automation Processes, 17. Test automation issues, 19. Flexibility of test results documents

<Table 5> Importance-Feasibility Analysis Results



제27권 제6호 SW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한 핵심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113

교육 제공 여부 등 내부적인 자동화 도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Pilot) 프로젝트를 통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선택된 자동화 도구를 통해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다양한

테스트 자동화 방법과 테스트 도구의 검토를 통해 성

공적인 테스트 자동화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다섯째,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전체 성공

요인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1, 2위 항목으로 성공적

인 테스트 자동화 구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실무자는 경영진에게 테스트 자동화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자동화

구축과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시간, 비

용 등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

사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영진으로부터 인적자

원과 시간, 비용 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받

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엔지니어의 역할과 기량 또한

매우 중요한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테스

트 자동화 구현을 위해 자동화 엔지니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직의 테스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전체 테스트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 경험, 제반 기술에 대한 습

득능력과 활용능력 갖춘 핵심인력이 적절히 투입되어

야 한다.

<Figure 6>은 설문응답결과 중 중요도 항목을 기

준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21개의 성

공요인의 우선순위를 나열한 것이다. 이를 IFA 결과

와 함께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 관점에

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요도 우선순위가 높

은 상위 11위까지의 성공요인은 모두 제1사분면과 제

2사분면에 분포하였으며, 테스트 계획 단계에서는 7

개 성공요인 중 6개 요인이 상위 11위 안에 포함되었

고,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및 테스트 환경 설정 단계에

서는 3개 요인, 테스트 마감 활동 단계에서는 2개 요

인이 11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성공적인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해서 테

스트 계획 단계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테스트 자동화 구

현 시 중요도에 따라 작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제1

사분면과 제2사분면의 성공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테스트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을 제안한다.

<Figure 6> Importance of the Success Factors

5. 결 론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에서 테스트 자동화의 핵심적

인 성공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테스트 자동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테

스트 자동화의 성공적인 구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며, 테스트 자동

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이 제시된 연구

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테스트

자동화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0개를 파악하

였다. 다음에는 SW 테스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

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점검한 결과 6개 요인이 제

외되었으며, 도출된 14개 요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요인을 분해하여 최종적으로 21개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실증분석을 위해

SW산업에 종사하면서 테스트 자동화 구현에 직ㆍ간

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각 요인별

로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조사

하여 IPA 기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테스트 자동화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실무자들에게 테스트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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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과 각 활동들의 우선순위

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경영진의 지속적인 지원, 경영진의 지속적

인 관심, 자동화 엔지니어의 역할, 자동화 엔지니어의

기량이 테스트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성공적인 테

스트 자동화 구현을 위해 각 프로세스별 성공요인들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제공하였고, 실무자들이 어느

영역을 중점관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테스트

자동화 구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구

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

를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테

스트 자동화 성공요인은 테스트 자동화를 구축하려는

여러 기업들의 실무자들이 테스트 자동화 구축을 위해

고려할 사항과 구체적인 활동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시

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 따른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응답 표

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응답자 대부분이 게임분야

와 전자상거래분야 종사자가 많아 조사 대상이 고루

분포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표본을 확보하고 조사 대상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테스트 자동화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

들은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유형이나 특성, 프로젝트

규모나 개발 환경 등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특징을 고

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특징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공요인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

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도출된 21

개의 성공요인을 적용하여 테스트 자동화를 직접 구현

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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