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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테스팅: 당신의 메트릭은 적합한가? 

 

올바른 메트릭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자동화들은 유용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By Thom Garr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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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 Garrett has 20 years’ experience in planning, development, testing and deployment of complex 

processing systems for U.S. Navy and commercial applications. Specific experience includes rapid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new technologies for highly sophisticated architectures that 

support users worldwide. In addition, he has managed and tested all aspects of large-scale complex 

networks used in 24/7 environments. He currently works for Innovative Defense Technologies (IDT), 

and previously worked for America Online, Digital System Resources and other companies, 

supporting system engineering solutions from requirements gathering to production rollout.  

 

"당신이 말하고 있는 바를 측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알게 된다. 하지만, 측정을 하지 못한다면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당신의 앎이라는 것은 피상적이고 

부족한 것이 된다." 

 

- 켈빈 경, 물리학자 

 

메트릭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건강성, 품질에 필수적인 잣대이다. 이것은 지난 

성과와 현재의 상태, 장래의 추이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훌륭한 메트릭은 목적이 분명하고, 측정 가능하며, 

정교하게 핵심을 집어내며, 프로젝트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며, 이해하기 쉽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일상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엔지니어링 테스트에서 쓰이는 많은 메트릭들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맞게 



 

개정될 수 있다. 몇몇 메트릭들 - 자동화 가능한 비율, 자동화 진척률, 자동화된 테스트 커버리지의 비율 - 은 

자동화 테스팅에 적합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메트릭과 다른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해보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단지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테스트를 자동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Not every test should be 

automated just because it could be automated). 아마도 자동화 구현 단계중 테스트 케이스 요구사항 수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자동화가 타당한지 여부일 것이다. 그러한 결정 자체는 대개 ROI 메트릭을 

기반으로 한다. 실제로 자동화가 일반적인 테스팅에 비해 빠르게 효과적인 ROI 를 줄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는 

자동화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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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자동화 테스팅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의 정의와 달성이다. 구현 단계 

동안에, 이러한 목표와 전략 대비 진척은 다양한 자동화 대비 수동 테스트 메트릭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트릭의 결과에 기초해 우리는 테스트 단계에서 수정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결함들을 평가할 수 있고, 

스케줄과 목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능이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의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면, 출시일은 연기되거나 해당 기능을 배제한 채로 출시될 것이다. 

 

성공여부는 우리의 프로젝트 오너와 고객들의 기대에 맞추어 달성해야 하는 우리의 목표에 기초한다. 이것이 

메트릭이 관여하는 부분이다. 

 

Nelson 경의 명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신이 무언가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정량화하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메트릭과 방법론이 조직의 자동화 테스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 상태를 추적하는 - 우리 소프트웨어 

팀들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지 -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새로운 기능을 위해 코드들이 추가되고 있으며, 버그 수정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의 압박과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상황은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완벽한 업무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테스트 커버리지와 제품의 품질의 감소를 초래하고, 제품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출시일을 늘리게 

된다. 



 

 

하지만, 적절한 메트릭을 가지고 올바르게 (자동화가) 구현된다면, 테스트 상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부정적인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자동화는 더 큰 테스트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제품의 품질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테스트 시간과 출시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장점은 대개 여러 

번의 테스트와 프로젝트 싸이클들을 거치면서 나타난다. 자동화된 테스팅 메트릭스는 진행상황, 생산성 그리고 

품질 목표에 만족하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물론 측정을 위해서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당신은 어떤 자동화 테스팅 메트릭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노력의 결과에 대한 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의된 목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래에 당신이 고려해야 할 메트릭을 정의하는 기본적인 근거들을 나열하였다. 

 

 테스트 계획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테스트 커버리지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KLOC, FP 등)?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하나의 시나리오와 드라이버를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선정된 테스트를 얼마나 빈번하게 수행하는가?  

 선정한 테스트의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변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선정된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선정된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시스템/테스트 랩 점유시간이 필요한가?  

 

특정 프로젝트에 최초로 자동화된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화의 가치를 정하기 위해 메트릭이 중요하다. 

테스트 팀은 그 테스트 스크립트가 만들어 낼 성과 대비 스크립트의 개발과 실행에 드는 시간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테스터는 수동 테스팅으로는 아마도 발견되지 않을, 결함 수 대비해 테스트 프로시져를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드는 시간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자동화의 장점을 측정하거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화 테스팅 툴은 가끔 

수동 테스트가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발견한다. 또, 스트레스 테스팅에서 1,000 명의 가상 유저가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시스템이 크래쉬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수동으로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 가령, 1,000 명의 

테스트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데이터 입력이나 레코드 셋업에 대한 자동화된 테스트 툴은 테스트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다. 



 

여기서, 당신은 수동으로 레코드를 셋업하는데 드는 시간과 자동화된 툴을 사용하는 데 드는 시간을 측정하고 

싶을 것이다. "이 시스템은 10,000 개의 새로운 계정의 추가가 가능해야 한다." 라고 쓰인 시스템 요구사항을 

테스트하기 위해 10,000 개의 계정을 입력한다고 가정해보자! 자동화 테스트 스크립트는 데이터 파일 생성기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루프 구조를 이용해서 데이터 파일로부터 계정 정보를 읽어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많은 시간을 절약해 준다. 

 

또한 당신은 추가적인 데이터 조합을 결정하는 데도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사용할 수 있다. 수동 

테스팅으로는 "x"개의 테스트 데이터 조합을 테스트 할 수 있다면, 자동화된 테스팅은 "x+y" 조합을 테스트 하게 

한다. "y" 조합에서 발견된 결함은 수동 테스트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자동화 테스팅에 적합한 몇 가지 메트릭을 보도록 하자. 

    

자동화자동화자동화자동화    가능가능가능가능    비율비율비율비율    (PERCENT AUTOMATABLE)(PERCENT AUTOMATABLE)(PERCENT AUTOMATABLE)(PERCENT AUTOMATABLE) 

 

모든 자동화 테스팅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는 기존의 수동 테스팅 프로시저들을 자동화하거나, 처음부터 

새로 자동화를 시작하거나, 이 두 가지를 약간 조합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자동화 가능 비율은 결정될 수 있다. 

 

자동화 가능 비율 (percent automatabl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얼마나 

자동화가 가능한가? 이것은 다음의 산식으로 표현된다. 

 

PA (%) = ATC / TC = (자동화 가능한 TC 의 수) / (전체 TC 수) 

 

PA = 자동화 가능 비율 

ATC = 자동화 가능한 TC 의 수 

TC = 전체 TC 수 

 

개발되어야 하는 TC 를 고민할 때, 자동화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할까? 누군가는 충분한 리소스와 약간의 

창의력만 있으면,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신이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계속 디자인이 진행 중이고,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영역의 경우는 

"자동화 가능하지 않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자동화가 합리적인지,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최대의 ROI 를 제공할 것인지 평가해야 한다. 



 

이후 테스트 케이스 개발 프로세스 단계에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화되어야 하는지 결정한다. 이득에 

근거하여 자동화 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은 다양한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컴포넌트들의 자동화 가능한 

비율을 정하기 위해 그림 1 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자동화 목표를 정한다. 

 

그림 1. 자동화 가능 비율 

  

 

자동화 가능한 테스트 케이스 중 자동화 진척율: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화 되어야 

하나? 다시 말하면, 자동화 테스팅의 목표에 얼마나 다가가 있는가? 목표는 "자동화 가능한" 테스트 케이스의 

100% 자동화이다.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테스팅 개발에서 이 메트릭을 추적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림 2. 자동화 진척율 

  



 

 

AP (%) = AA / ATC = (실제 자동화 된 테스트 케이스의 수) / (자동화 가능한 테스트 케이스의 수) 

 

AP = 자동화 진척율 

AA = 실제 자동화 된 테스트 케이스의 수 

ATC = 자동화 가능한 테스트 케이스의 수 

 

자동화 진척 메트릭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추적된다. 이 경우 (그림 2 를 보라), 시간은 주 단위로 측정된다. 

자동화가 아닌 것중 자동화 진척과 관련되어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메트릭은 테스트 진척율이다. 테스트 

진척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도된 (또는 완료된) 테스트 케이스의 수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TP = TC / T = ((시도 또는 완료된) 테스트 케이스의 수) / 시간 (일자, 주간, 월간 등) 

 

TP = 테스트 진척률 

TC = 테스트 케이스의 수 (시도되거나 완료된) 

T = 시간 단위 (일/주/월 등) 

 

이 메트릭의 목적은 프로젝트 플랜 대비 테스트 진척을 비교하고 추적하기 위함이다. 한 프로젝트의 시간 진행에 

따른 테스트 진척은 대개 "S" 자 형태를 따르며, 대개 프로젝트 라이프 싸이클의 테스팅 활동과 동일하다. 즉, 

초기에 약간의 테스팅, 다양한 개발 과정을 통해 테스팅이 증가하며, 릴리즈나 출시 전까지 QA 단계를 밟는다. 

 

그림 3. 시간 진행에 따른 진척 

  



 

 

그림 3 에서 보이는 메트릭은 시간 진행에 따른 모양을 나타낸다. 더 상세한 분석은 다른 메트릭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pass/fail 에 대한 결정을 필요로 한다. 

 

자동화된자동화된자동화된자동화된    테스팅테스팅테스팅테스팅    커버리지커버리지커버리지커버리지    비율비율비율비율    (PERCENT OF AUTOMATED TESTINGCOVERAGE)(PERCENT OF AUTOMATED TESTINGCOVERAGE)(PERCENT OF AUTOMATED TESTINGCOVERAGE)(PERCENT OF AUTOMATED TESTINGCOVERAGE) 

 

또 다른 자동화 소프트웨어 메트릭은 자동화 테스팅 커버리지의 비율이다. 자동화 테스팅이 실제로 달성해야 

하는 테스트 커버리지가 무엇일까? 이 메트릭은 테스팅의 완전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얼마만큼의 자동화가 

수행되었는지를 측정하지는 않고, 제품 기능을 커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0 개의 테스트 

케이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데이터 입력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 많은 공수가 들어간다. 하지만, 이것이 

테스트 커버리지의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동화 가능한 테스트 커버리지의 비율은 테스팅의 

효과성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즉, 이것은 테스팅의 디멘전(dimension)만 측정한다. 

 

PTC(%) = AC / C = (자동화 커버리지 / 전체 커버리지) 

 

PTC = 자동화 가능한 테스팅 커버리지의 비율 

AC = 자동화 커버리지 

C = 전체 커버리지 (KLOC, FP 등) 

 

시스템의 크기는 대개 라인수(KLOC)나 펑션 점수(FP)로 계산된다. KLOC 는 한 시스템의 크기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FP 또한 점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P 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크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평션 점수 분석은 KLOC (또는 LOC) 크기가 가지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개발되었다. 펑션 점수는 기능적인 스펙과 논리적인 디자인에 근거해 유저에게 제공되는 기능을 

수량화해서 소프트웨어의 크기를 측정한다. (시스템의 커버리지나 크기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한다. 

유용한 자료는 Stephen H. Kan 의 Metrics and Models in Software Quality Engineering, 2 판 이다. 

(Addison-Wesley, 2003). 

 

자동화 테스트 커버리지 메트릭의 비율은 테스트 커버리지에 의해 다루어지는 표준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메트릭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TC(%) = TTP / TTR = (TP 의 전체 수 / 테스트 요구사항의 전체 수) 

 



 

TC = 테스팅 커버리지의 비율 

TTP = 개발된 테스트 프로시저의 전체 수 

TTR = 정의된 테스트 요구사항의 전체 수 

 

그림 4. 테스트 커버리지  

  

 

이 테스트 커버리지 메트릭은 (그림 4) 개발된 테스트 프로시저의 전체 총합을 정의된 테스트 요구사항의 

총합으로 나눈다. 이것은 정의된 인수 통과조건을 바탕으로 한 테스트 커버리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터를 테스트 팀에 제공한다. 

 

의료 기기와 같이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테스팅 할 때는, 테스트 커버리지 지표는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은 

시스템의 테스트 커버리지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 상업용 소프트웨어 제품의 테스트 커버리지의 

정도는 수 만 명의 엔드 유저가 사용할 것이므로, 수 천명의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관공서 정보 처리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할 것이다. 

 

결함 밀도 

 

결함 밀도는 자동화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널리 알려진 또 다른 메트릭이다. 이것은 측정된 소프트웨어 엔티티 

크기로 전체 결함 수를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능에서 높은 결함 밀도를 나타낸다면, 원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능이 매우 복잡해서, 결함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그 기능의 

디자인/구현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가? 



 

 

해당 기능에 대한 리스크 분석이 잘못되어, 기능에 할당된 리소스가 불충분하거나 잘못 할당된 것인가? 이것이 

해당 기능에 대한 훈련이 더 필요한 개발자로 인한 것인가? 

 

DD = D / SS = (알려진 결함 수 / 전체 시스템의 크기) 

 

DD = 결함 밀도 

D = 알려진 결함 수 

SS = 전체 시스템의 크기 

 

결함 밀도의 또 다른 용도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크기에 맞추어 연결하는 것이다. 그림 5 는 우리가 경험한 

일반적인 결함 밀도 커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소스의 크기가 큰 컴포넌트가 높은 결함 밀도 비율을 보인다. 

 

그림 5. 일반적인 결함 밀도 커브  

  

 

추가적으로, 결함 밀도를 평가할 때, 결함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이 50 개의 낮은 우선순위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면, 여전히 통과되었는데, 이는 인수 통과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요구사항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 인수 통과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여전히 

결함으로 인식되었다. 높은 우선순위의 요구사항은 대개 높은 가중치를 가진다. 



 

 

그림 6 은 결함 밀도 메트릭을 사용한 한 가지 접근법을 나타낸다. 프로젝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발 싸이클의 단계별로). 

 

그림 6. 시간 추이를 추적하기 위해 DD 를 사용함  

  

 

 

결함 추이 분석은 결함 분석에 밀접히 연관되는 또 다른 메트릭이다. 

 

결함 추이 분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TA = D / TPE = (알려진 결함 수 / 실행된 테스트 프로시저의 수) 

 

DTA = 결함 추이 분석 

D = 알려진 결함 수 

TPE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행된 테스트 프로시저의 수 

 

결함 추이 분석은 발견된 결함의 추이를 결정하게 한다. 테스팅 단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추이가 

개선되는가? 아니면 추이가 나빠지는가? 수동 테스팅이 발견하지 못하는 또는 발견할 수 없는 자동화가 발견한 

결함을 보이는 것은, ROI 를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테스팅 프로세스 동안에 우리는 결함 추이 분석이 

프로젝트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매우 유용한 메트릭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추이를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처리중인 소프트웨어 문제 리포트의 수와 함께 전체 결함 수를 점으로 찍는 것이다 (그림 7). 



 

 

그림 7. 결함 추이 분석  

  

 

효과적인 결함 추적 분석은 프로젝트 동안에 테스팅 상태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보여준다. 결함과 관련한 좀더 

일반적인 메트릭은 다음과 같다. 

 

결함 처리 비용 = 테스팅 비용 / 처리한 결함 수 

테스팅으로 발견된 결함 = 테스팅에서 발견된 결함 / 전체 시스템 결함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 =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 / 시스템 크기 

 

이 메트릭들의 일부는 다음 절에서 보듯이, 몇 가지를 결합하여 품질 측정을 개선하는데 쓰일 수 있다. 

 

품질에 대한 영향성 

 

테스팅 동안에 품질을 추적하는데 (결함 수가 품질의 척도로 쓰인다면) 가장 유명한 메트릭중 하나는 결함 제거 

효율이다. 자동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DRE 는 자동화 노력과 연결했을 때 가장 유용하다. 이것은 결함 

제거 노력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쓰이며, 제품의 품질의 간접적인 지표이다. DRE 값은 비율로 계산되는데, 

높은 비율은 제품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특정 단계에서의 결함 제거를 적절하게 확인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DRE(%) = DT / DT + DA = (테스팅 동안에 발견된 결함 수 / 테스팅 동안에 발견된 결함 수 + 출시 이후에 

발견된 결함 수) 



 

 

DRE = 결함 제거 효율 

DT = 테스팅 동안에 발견된 결함 수 

DA = 출시 이후에 발견된 인수 결함 수 

 

DRE 의 이상적인 값은 "1"로, 100%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무에서 효율성 비율 100%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DRE 는 서로 다른 개발 단계 동안에 측정되어야 한다. 만일 분석과 디자인 단계에서 DRE 가 낮다면, 이것은 

공식적인 기술 리뷰가 수행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식은 제품 개발이나 테스팅 동안에 잡히지 않은 제품 내의 결함 수에 대한 측정으로 출시된 제품까지 

확장될 수 있다. 

 

SOFTWARE TEST METRCS: THE ACRONYMS 

 

AA # of actual test cases automated 

AC Automation coverage 

AP Automation progress 

ATC # of test cases automatable 

D # of known defects 

DA # of acceptance defects found after delivery 

DD Defect density 

DRE Defect removal efficiency 

DT # of defects found during testing 

DTA Defect trend analysis 

FP Function point 

KLOC Lines of code (thousands) 

LOC Lines of code 

PR Percent automatable 

PTC Percent of automatable testing coverage 



 

ROI Return on investment 

SPR Software problem report 

SS Total size of system to be automated 

T Time (some unit of time—days, weeks, months, etc.) 

TC # of total test cases 

TP Test progress 

TPE # of test procedures executed over time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