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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TestComplete에서는 세 가지 타입의 모듈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 데스크탑(Desktop) 모듈 - Window 시스템을 기반으로 PC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
• 웹(Web) 모듈 - PC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브라우저(예, IE, Chrome, FireFox 등)를 테스트
• 모바일(Mobile) 모듈 - Android와 iOS 단말기를 테스트
본 문서는 TestComplete의 사용자에게 TestComplete 사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설명하고,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의 기능에 대해 샘플 페이지로 구성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 모듈
(desktop, web, mobile) 별로 프로젝트의 생성 및 수정, 실행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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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테스트와 TestComplete
1. 자동화 테스트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대상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찾아내는 활동
입니다. 테스팅 활동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테스팅과 단순하게 테스트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
다. 테스팅이라 함은 우리가 테스트 한 결과에 대해 그것이 기대값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는 테스트 대상에 대해 결과 값들이 단순히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만 확인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값들이 적절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반복 테스트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대값에 대한 정의
- 적절한 입력값을 통한 테스트 수행
- 테스트 대상에 대한 기대값과 실행값의 비교 자료
- 테스트 결과(Fail)에 대한 개발자 혹은 매니저에게 보고

자동화 테스트는 인력 자원의 소모 없이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테스팅 도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테스트 항목에 대해 간혹 테스트를 생략하고 지나침으로 인해 오는
불안감을 해소 시켜 주고, 그 만큼 품질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TestCompelete은 테스트 실행에 대한 레코딩 후 테스트케이스 생성, 체크포인트(Checkpoint)에 대
한 설정 및 테스트 자동 실행과 테스트 결과에 대한 로그를 제공합니다. 테스트 레코딩 기능은
TestComplete에서 제공되는 ‘Recording’ 기능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레코딩 시 진행되는 모
든 시나리오들은 자동으로 레코딩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포인트 설정 마법사를 통해
체크포인트(검증포인트) 설정 시 각각의 설정 화면을 통해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테스트 타입
TestComplete은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단위 테스트, 기능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 회귀(regression)
테스트 등)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Help 메뉴에서 ‘Different Ways of Testing' 섹
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테스트를 설명합니다. 기능 테스
트는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인터페이스 및 각각의 모든 기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
이 예상되는 행위와 맞게 운용되는지를 검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능테스트란 테스트 수행 시나리오, 예를 들어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통해 문
자를 입력 하거나 특정 문자열을 반복으로 수행하는 등의 테스트를 실행해서 그 결과 값이 정확한
지 검증하는 행위입니다.
TestComplete에서는 키워드 테스트와 스크립트를 통해 기능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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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테스트를 통해 테스트케이스 생성 방식은 개발 지식이 없이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
크립트를 통한 테스트케이스 생성 방식은 개발 지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개발
지식이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테스트케이스를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이하게 테스트케이
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은 VBScript, JScript, DelphiScript, C++Script, C#Script를 지
원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혹은 편한 언어(Language)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TestComplete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항목
TestComplete은 프로젝트 스윗(suit)과 테스트 프로젝트(project)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케이
스는 프로젝트(project) 하위에 구성되어 있고, 프로젝트에는 테스트케이스를 비롯해서 체크포인트
(checkpoint)의 데이터,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그리고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 테스트 및 멀티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테스트 로그도 저장되어 있습
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하게 이루어졌거나 모듈 별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각각의
프로젝트로 분리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스윗(suit)에서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테스트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에서는 테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테스트 스윗(suit)을 생성합니다. 만약 새
로운 프로젝트 스윗(suit)을 생성하면 TestComplete에서는 자동으로 프로젝트 스윗에 따른 테스트
프트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발생합니다.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Project Workspace)에는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
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TestComplete에서 제공되는 ‘Project Explorer' 패
널을 통해 프로젝트 혹은 프로젝트 스윗을 관리하거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
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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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TestComplete에서 제공되는 'Help' 메뉴의 ‘About Project Items'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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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stComplete 사용자 인터페이스
TestComplete의 메인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TestComplete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몇 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에 ‘Project Explorer' 패널에는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스윗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해당 패널에서
프로젝트나 테스트케이스 등을 클릭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화면 우측의 ‘Workspace' 패널에서는 생성된 테스트케이스에 대해 수정을 하거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Workspace' 패널에서 보이는 항목들은 ‘Keyword Test' 방식을 통해 레코
딩 된 화면입니다. ’Workspace‘ 패널 아래에 ’Test Visualizer' 패널에서는 테스트 레코딩 시 캡쳐된
이미지를 표시해 줍니다. 해당 이미지들은 각각의 스크립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이미지
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estComplete은 ‘Project Explorer', 'Workspace', 'Test Visualizer' 패널 외에도 또 다른 패널들이 있
습니다. 예를 들어, ’Watch List', 'Locals', 'Breakpoints', 'Call Stack' 패널들은 디버깅 시에 사용되는
패널들입니다. 'To Do' 패널은 실행되어야 할 항목들을 관리하고, ‘Code Explorer' 패널은 스크립트들
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Object Browser' 패널은 윈도우(OS)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
다. 모바일 테스트 시에도 모바일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모바일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어플리
케이션에 대해 표시됩니다. 각각의 프로세스(Process)나 윈도우(Window)에 대해 TestComplete을 통
해 어떻게 접근해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속성(Properties)과 메소드(Methods)가 표시됩니다. 다
시 말하면 ’Object Browser'는 테스트 가능한 오브젝트(Objects)와 메소드(Methods), 그리고 속성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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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은 Help 메뉴의 ‘Exploring
Application Properties'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패널에 대한 도움말 참조를 위해서는 도움말을 얻고자 하는 패널을 선택한 뒤 ‘F1' 키를 누르
면 선택된 패널에 대한 도움말 페이지가 자동으로 검색되어 나타납니다.
TestComplete에서 제공되는 툴 바는 Microsoft Visual Studio 혹은 다른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툴 바는 사용 중에 임의로 위치의 이동이 가능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
는 버튼은 감추거나 감춰졌던 기능은 다시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Working With TestComplete Toolbars and Menus' 섹션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5. TestComplete의 테스트 오브젝트(Object)
'Object Browser' 패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오브젝트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Note: 위의 이미지는 Desktop 모듈을 사용하는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웹이나 모바일
모듈에서의 이미지도 위와 비슷합니다.
TestComplete에서는 각 오브젝트들이 트리 구조로 표시됩니다. 트리 구조에서 처음 시작은 ‘Sys'로
표시되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Mobile'로 표시됩니다.
‘Process' 오브젝트들은 윈도우(OS)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Process'
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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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오브젝트에는 괄호 안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할 때 사용되는 이름과 인덱스(Index)
가 표시됩니다.

각각의 프로세스(Process)들을 하위 오브젝트들을 포함합니다. 하위에 표시되는 오브젝트들은 사용
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Window'와 각각의 이름들은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시
’Methods'나 ‘Properties'에 따라 구분되어 집니다. TestComplete에서는 두 가지 타입의 어플리케이
션에 대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Black-box applications)
내부적으로 메소드(methods)나 속성(properties) 접근이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블랙박
스 어플리케이션(black-box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window'와 함께 표시되는 것은 어플리케
이션의 클래스 이름 혹은 타이틀(title)이거나 인덱스(index)입니다. 해당 클래스들은 표시되는 이
름(name)을 통해서 제어가 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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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박스 어플리케이션(White-Box Applications)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오브젝트(object)나

메소드(methods)

그리고

속성(properties)들을

TestComplete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화이트박스 어플리케이션 혹은 오픈
(open)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Object Browser'에 아이콘( )으로 표시됩니다. 아
래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TestComplete에서는 Object 패널에 표시되는 이름을 통해서 해당 오브젝트 혹은 메소드를 규
정짓고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MS WinForms Library를 통해서 C#으로 생성된 폼(form)의
이름이 ‘MainForm'이라면 TestComplete에서는 그 폼을 ’WinFormsObject("MainForm"):‘으로 사용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Naming Objects' 섹션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Note: 몇몇의 어플리케이션 - .NET, WPF, Visual Basic, Java, Web 등은 TestComplete을 통해
서 속성이나 메소드 등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오픈(open)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더 자
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Open Applications'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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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크포인트(CheckPoints)와 저장소(Stores)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값들을 비교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
자의 제어를 통해 데이터 파일을 전송하게 되면, 사용자는 전송된 데이터가 유효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테스트 결과 확인을 위해 정상적인 파일과 테스트 하면서 전송 받은 파일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의 예를 든 것이긴 하지만 테스트를 하면서 대부분이 이와 같이 비교
해서 확인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테스트 유형(단위/기능/회귀 테스트 등)에서 테스트
의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공(Pass)과 실패(Fail)를 구분할 수 있는 참조 값이 필요합니다.
TestComplete에서는 사용자가 참조 값의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레코딩(recording) 중 혹은 스크립트에서 직접 체크포인트(checkpoint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에서는 체크포인트를 설정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이미지/파일/오브젝트(text)/속성
/XML문서/데이터베이스테이블 등)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장소(Stores)에 해당 자료들이 구분되어
있어 체크포인트로 편리하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값(이미지,
파일 등)도 저장소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오브젝트(objects)의
속성(properties)은 저장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About Checkpoints'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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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Desktop)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본 섹션에서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 PC에서 구동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 테스트 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TestComplete에서 테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간단한 테스
트 레코딩 및 실행과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테스트 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테스트케이
스에 따른 시나리오를 레코딩하고, 레코딩 중간에 필요한 검증항목을 TestComplete은 Checkpoint로
설정해서 비교하고 확인 합니다.

테스트 어플리케이션(Orders)
TestComplete에서는 기본으로 저장되어 있는 ‘Orders'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본 예제에 사용합니
다. 'Orders' 어플리케이션은 물품을 추가, 수정, 삭제 및 주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Orders 어플리케이션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Win7, Vista, Win Server 2008 혹은 그 이후 버전
C:/Users/Public/Public Documents/TestComplete 10 Samples/Open Applications

• Win XP, Win Server 2003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Shared Documents/TestComplete 10 Samples/Open Application

Note: 몇몇 파일들은 ‘Documents' 폴더의 ’Shared Documents'와 ‘Public Documents' 폴더에서
관리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C#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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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스트 프로젝트 생성
이제 테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① 먼저 TestComplete에 이미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스윗(suit)이 생성되어 있다면 종료 하세요.
TestComplete의 메인 메뉴에서 ‘File | Clos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 그리고 다시 메인 메뉴에서 ‘File | New | New Project’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새
로운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③ 마법사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의 이름과 저장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
트 이름에는 ‘Orders'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TestComplete에서는 자동으로 프로젝트의 경로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굳이 수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됩니다. 저장되는 위치의 폴더에는 프로젝
트에 대한 모든 정보(Keyword tests, script, test logs, stores 등)가 저장됩니다. 다른 폴더에 저
장을 원하는 경우 ’More' 버튼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Project name'와 'Location'의 설정을 마치면 ’Next' 버튼을 클릭 하세요.

본 문서에서 언급되는 마법사 창 및 테스트 어플리케이션과 구체적인 설정 등은 'Orders'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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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설정
TestComplete에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하나 이상의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는 한 프로
젝트에 테스트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테스트가 되는지에 대한 구성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메뉴를 통해 프로젝트에 구성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개별적으로 구성되고, 모든 어플리케이션 또한 하나의 프로
젝트에 제한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통해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Create New Project' 마법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Project Explorer' 패널에서 context 메뉴를 통해서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레코딩 중에 ‘Run Tested Application' 메뉴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
션을 추가하게 되면 레코딩이 끝난 후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 추가됩
니다.
본 문서에서는 프로젝트 생성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을 ‘Create New Project' 마법사를 통해서 추
가해 보겠습니다.

1) 프로젝트 이름과 저장 위치를 설정한 후에 아래와 같이 테스트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의 타입을 설정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위 페이지는 테스트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타입을 선택하는 창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C#으로 만들어진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므로 ’Generic Windows Application'을 선
택합니다. 만약 WinXP를 사용한다면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Vista 이후의 운영체제인 경우
에는 WinXP에서 설정해야할 페이지는 생략되어 넘어갑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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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페이지에서는 테스트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Add' 버튼을 클릭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한 파라메타를 설정할 수 있는
’Parameters' 창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 위 창의 ‘Application' 필드에서 폴더 버튼을 클릭하고 'Orders' 파일을 선택합니다.
- ‘Orders' 파일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Win7, Vista, Win Server 2008 혹은 그 이후 버전인 경우,

C:/Users/Public/Public Documents/TestComplete 10 Samples/Open Applications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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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 XP, Win Server 2003 일 경우,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Shared Documents/TestComplete 10
Samples/OpenApplication

Note: 몇몇 파일들은 ‘Documents' 폴더의 ’Shared Documents'와 ‘Public Documents' 폴더에
있습니다.
- ‘Orders.exe'를 선택하면 ’Orders.exe'의 전체 경로와 함께 선택된 파일명이 표시됩니다. 그리
고 나서 파라메타 창에서 ‘OK'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법사 창에는 추가된 Order 어플리케이션의 이름과 경로가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3) 리스트에서 ‘Autorun' 항목을 체크하세요. 이 항목을 체크 설정하면 TestComplete에서 테스
트를 레코딩 할 때 ’Orders'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체크 설정되어 있지 않으
면 레코딩 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 시켜 주어야 합니다.

4)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Autorun' 항목을 체크하고 나서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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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스트 프로젝트 설정
이전 단계에서 ‘Orders'라는 샘플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추가 했습니다. 이후에 남은 설정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레코딩 혹은 테스트 실행할 때 이미지를 저장
할지를 설정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테스트 이미지 정보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레코딩 하거나 실행할 때의 이미지가 저장됩니
다. 초기 설정은 테스트 이미지를 프레임 별로 스크린샷 해서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시나리오가 레코딩 될 때 캡쳐 된 이미지는 나중에 해당 테스트의 시나리오가 어
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테스트가 실행 될 때 캡쳐된 이미지는 테스트가
실행 당시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시스템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디버깅 자료로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미
지들로 인해 프로젝트의 용량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프로젝트의 용량을 작게
하고 싶다면 해당 옵션을 'Off'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 설정은 나중에 프로젝트 설정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설정 옵션을 ‘Caputre images only'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Next' 버튼을 클
릭하세요.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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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마법사 창에서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스크립트 언어(Languag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TestComplete에서 생성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하나의 스크립트 언어(VBScript, JScript,
DelphiScript, C++/C#Script)를 사용합니다. 스크립트 언어는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지 않더
라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스크립트 언어가 아닌 키워드 테스트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
브젝트의 파라메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코드나 스크립트에서 해당 값을 어떤 방식으로 호
출할지를 위해서라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스크립트 언어는 테스트에서 사용될 오브젝트의 이름에 대한 포맷을 스크립트나 키
워드 테스트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대한 포맷은 스크립트 언
어에서 사용되는 형태와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VBScript와 JScript에서 ‘메모장’
의 이름은 ‘Process("Notepad")’로 사용 됩니다. DelphiScript의 경우에는 ‘Process('Notepad')'
입니다. C++/C#Script에서는 괄호가 추가 되서 ’[“Process"]("Notepad")' 형태로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Selecting the Scripting Language'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서는 VBScript를 사용할 것이므로 해당 창에서 VBScript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OS가 Vista 이후 버전이면 해당 설정 창에서 마법사가 종료될 것입니다. OS가 XP 버전이라
면 ‘Finish'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스윗(suit)과 함께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Project
Explorer’ 패널을 통해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스윗(suit)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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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케이스 생성
Orders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Orders' 어플리케이션은 ’Project Workspace' 패널의 ’TestedApps'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때에 따라서 ‘Orders'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상태가 정확한지 혹은 수정이 되어
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테스트 목적: 테스트 어플리케이션(Orders) 실행 후 ‘Edit Order' 창에서 기존 항목에 대해 수
정이 되는지, 수정된 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테스트 시나리오: 주문 항목의 수정을 통해 주문 리스트가 변경되었는지 검증하고, 사용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고 나서 어떤 항목이 변경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테스트 결과 확인: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정상적으로 적용 되었다면 Order
리스트에 해당 사항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검증을 위해 기대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오퍼레이션을 삽입할 것입니다. 해당 오
퍼레이션은 테스트 로그에서 결과를 비교하고 우리는 그 값이 Pass인지 Fail인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Planning Tests' 항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TestComplete를 통한 테스트케이스 생성
TestComplete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
• 테스트 레코딩 방식을 이용해서 생성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오퍼레이션이나 테스트 시나리오를 스크립
트나 키워드 테스트에 맞춰서 생성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테스트케이스를 유동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데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의 단점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많은 다른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의 클래스
네임(name)이나 오브젝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TestComplete에서 테스트
레코딩만으로 편리하게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테스트시나리오를 한번
만 레코딩 하면 TestComplete에서 테스트 시나리오 뿐 만 아니라 스크립트 라인이나 테스트 오브젝
트들도 자동으로서 인지해서 키워드 테스트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변환되어 생성됩니다. 이렇게 진행
되는 형태를 ‘테스트 레코딩(recording a test)’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사용자의 역량이 많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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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 문서에서는 테스트 레코
딩 방식으로 가이드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TestComplete을 통한 테스트 레코딩
테스트 레코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사용자는 TestComplete의 메뉴에서 제공하는 Record Keyword Test 혹은 Record Script를 통
해서 레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 페이지에서 ‘Record a New Test' 버튼을 통해
서도 할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keyword test, scripts, low-level procedures, HTTP load
testing tasks)으로 테스트 레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제공하는 레코딩 방식은
‘keyword test’ 방식과 ‘script’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레코딩 방식은 레코딩이 시작된
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인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테스트 레코딩 방식으로 레코딩이 시
작된 후에도 몇 개의 추가적인 기능이 제공됩니다.
레코딩이 시작되면 아래와 같이 레코딩 툴 바가 나타납니다.

레코딩 툴 바는 레코딩 중 일시정지와 종료 기능 뿐 만 아니라 레코딩 중에 필요한 기능들
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레코딩 되는 타입(Keyword test, script dode, low-level procedure)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레코딩을 시작한 후에 매뉴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어플리케이
션을 실행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3) 테스트 시나리오 수행을 완료한 후에 툴 바에 있는 종료 버튼(

)을 클릭해서 레코딩을 종료

합니다.

레코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Recording

in

TestComplete'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테스트 레코딩
키워드 테스트 방식으로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레코딩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어플
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로딩한 뒤 화면을 통해 버튼을 클릭한 뒤 어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나
는 값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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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테스트 레코딩 중에 본 문서를 클릭해서 보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마세요. 레코딩 엔진은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다 추적하기 때문에 테스트 시나리오 외에 다른 행위가 레코딩
될 수 있습니다.
레코딩에 대한 가이드는 가능하면 레코딩 전에 프린트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은 두 개의
모니터가 있다면 다른 모니터에는 레코딩에 대한 설명 자료를 펼쳐 놓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레코
딩이 시작되게 되면 TestComplete의 메인 화면은 자동으로 최소화 되고 레코딩이 끝나기 전까지는
화면을 다시 띄울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레코딩 중에 TestComplete 메인 화면을 원복 시키려
고 하면 ‘TestComplete is in recording mode and cannot be activated."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
니다. 이 때 레코딩을 계속 하고자 하면 ’Continue'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메시지가 나타나
는 시점에는 자동으로 레코딩은 일시정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수행을 해도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레코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레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TestComplete에서는 Keyword 테스트 방식의 테스트케이스가 자
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테스트케이스에서 레코딩하고자 하면 툴 바에서 'Append to Test' 버튼
(

)을 클릭하면 됩니다.

레코딩을 시작하면 레코딩 툴 바가 나타날 것입니다. ‘Interactive Help' 패널을 보면 해당 메
뉴를 통해 레코딩과 관련된 추가적인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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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튼(

)을 클릭해서 추가 버튼이 보여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레코딩을 시작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 있는 ‘Orders'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어플
리케이션

설정에서

’Autorun'

항목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Defining Applications'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Autorun'의 설정이 해제되어 있어서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야 한다면 아
래와 같이 나타나는 버튼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등록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파일 매니저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은 어플리케이션 실행부터 해서 모든 명령이나 행위들이 레코딩 됩니다. 사용
자는 레코딩을 완료한 후에 저장된 스크립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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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코딩을 시작한 후에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기 까지 기다리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
면이 나타납니다.

만약 본 문서가 ‘Orders' 어플리케이션과 겹쳐진다면 본 문서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위치를
이동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레코딩 중에 부득이하게 ’일시 정지‘ 하고 본 문서를 다른 곳
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Orders' 어플리케이션에서 'File | Open'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여 지는 파
일 검색 창이 나타납니다.

5) 파일 검색 창에서 ‘MyTable.tbl' 파일을 선택하세요. 파일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C:\Users\Public\Documents\TestComplete 10 Samples\Desktop\Orders

Note: 몇몇 파일 매니저에서는 공유문서(Shared Documents)나 공용문서(Public Documents)
폴더가 문서(Documents) 폴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Note: 파일 검색 창에서 마우스를 통해서 파일을 찾는 것보다 경로 입력 필드에 경로를 입력
해서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을 추천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파일을 한번
검색하고 나서 다시 검색할 때 시작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마우스를 통해서 선
택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테스트 실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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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yTable.tbl' 파일을 선택한 뒤 ’Open'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에 데
이터가 로딩 될 것입니다.

7) 화면의 리스트에서 ‘Samuel Clemens'를 클릭하세요.

8) 툴 바에서 'Edit order' 버튼(

)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9) ‘Customer Name' 필드를 선택한 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모두 선택(A)' 메뉴를 클릭
하고 ‘Mark Twain'이라고 입력하세요.

10) 'OK' 버튼을 클릭하세요. ‘Order'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 수정된 이름으로 업데이트 될 것입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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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11) 이제 값을 비교하는 기능을 삽입 합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서 ‘Mark Twain'으로
수정된 이름이 정상적으로 실행 됐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크포인트(Checkpoint)'라고 부릅니다. TestComplete에서는 여러 가지 타입
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Checkpoints' 섹션을 참조하세요.
대부분의 테스트에서는 ‘Property checkpoint' 타입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타입은 어플리케
이션을 제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문서에서는 ’Property checkpoint'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레코딩 툴 바에서 체크포인트 버튼의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메뉴 중에 속성을
검증할 수 있는 ‘Create Property Checkpoint' 버튼(

)을 클릭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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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캡쳐 사진은 ‘Property Checkpoint(속성 검증)’ 마법사 창입니다. 체크포인트 설정 마법
사는 체크포인트를 설정하기 위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마법사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타겟처럼 보이는 버튼( )을 클릭 하고 드래그 하세요.
마법사 창이 자동으로 최소화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고객 리스트(customer list)가 있는
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세요. 마우스를 드래그 하는 중에 TestComplete에서는 마우스 커서
가 지나가는 곳의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붉은 색 박스로 표시됩니다. 원하는 오브젝트에 마우
스 커서를 위치한 뒤 붉은 박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드래그 마우스 버튼을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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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버튼을 떼고 나면 최소화 됐던 마법사 창이 다시 나타나고, 아래와 같이 선택한 오브
젝트의 이름과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에서는 오브젝트의 속성이 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TestComplete에
서 규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대상 어플리케이션이 C#
으로 개발되어졌다면 속성들은 .NET 클래스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진행하고 있
는 것은 기본적인 속성들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용 가능한 속성들을 보고자 한다면
‘View more members(Advanced view)'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TestComplete에서는 속성을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윈도우에서 제어
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속성들을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그것들을 Standard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속성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트리 형태로 나타납니다. 속성들의 이름
은 ‘w.'로 시작됩니다. 사용자는 Extended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서 사용자는 ’wItem' 속성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브젝트에서 트리 형태로 좀 더 분할되
어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리스트에서 ‘wItem' 속성(Extended 항목에 있음)을 찾은 뒤 ’Params' 버튼을 클릭 하세요. 그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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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아래와 같이 팝업이 발생합니다.

위 창에서 ‘Mark Twain'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 합니다.
① ‘Type' 리스트에서 ’Integer'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② ‘Item' 필드에 ’5‘를 입력합니다.(트리 보기에서 ’5‘는 ’Mark Twain‘의 인덱스입니다. 인덱
스는 시작이 ’0‘입니다.)
③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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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버튼 클릭 까지 진행하면 마법사 창에서는 해당 인덱스의 값을 아래와 같이 수집해서
보여줍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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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속성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lue' 박스에 있는 데이
터를 통해서 값을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Finish(마침)'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체크포인트 설정이 완료 됩니다. TestComplete은 레코딩
스크립트에 생성된 체크포인트 추가하게 됩니다.

12) 'X' 버튼을 눌러서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닫으세요. 그럼 변경 사항을 저장할건지 묻는 창
이 나타나는데 ‘아니요(N)'를 선택하고 닫습니다.

13) 레코딩 툴 바에서 Stop 버튼( )을 눌러서 레코딩을 종료 합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TestComplete은 테스트가 진행된 부분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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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스트 레코딩 분석
레코딩이 완료된 후에 TestComplete은 키워드 테스트 방식으로 레코딩 된 스크립트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스크립트를 통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저장된 테스트 스크립트는 위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보여 질 것입니다. 테스트 실행이 다
르게 진행되었다면 위의 스크립트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Visual C++이나 Delphi로
설정해서 진행되었다면 오브젝트의 이름이나 인덱스 값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Orders' 어플리케이션에서 테스트 시나리오대로 수행한 이력이 저장
되어 보여 집니다. TestComplete에서는 저장된 항목들을 ’오퍼레이션(operations)'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수행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Test Visualizer' 패널에서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어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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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들은 사용자가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도움을 줍니다. 위 이미지
들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만 캡쳐를 합니
다.
만약 사용자가 어떤 레코딩 된 스크립트(오퍼레이션)를 선택하게 되면 그와 연관되는 이미지가 활
성화 돼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Test Visualizer'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Visualizer Frame' 패널이 활성화 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sualizer Frame' 패널은 사용자가 수행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줌(zoom) 인(in)과 아웃(out)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
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Visualizer Frame' 패널을 선택 후 ’Help' 버튼(F1)을 눌러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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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Run TestedApp'입니다. ’Run TestApp' 오퍼레이션은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능을 하는데 본 문서에서 레코딩 된 어플리케이션은 ‘Orders'이
므로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오퍼레이션입니다. TestComplete은 테스트 시 어플리케이
션을 자동으로 실행 시키거나 레코딩 툴 바 혹은 다른 UI를 통해서 실행 시키면 이를 ‘Run TestApp'
오퍼레이션으로 저장합니다.

다음 오퍼레이션은 ‘File | Open' 메뉴 항목입니다.

다음 오퍼레이션은 파일 오픈 팝업을 통해서 파일을 오픈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PC의 운영체제가 Win Vista, Win7 이후 버전이라면 TestComplete은 파일을 오프닝 하는 창
에서 수행되는 것들을 모두 레코딩 합니다.

Note: 파일 검색 창에서 마우스를 통해서 파일을 찾는 것보다 경로 입력 필드에 경로를 입력
해서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을 추천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파일을
한번 검색하고 나서 다시 검색할 때 보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마우스를 통
해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테스트 실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 35 -

다음에 나오는 오퍼레이션은 ‘Orders'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창과 폼(form)입니다.

스크립트에 나타나는 마우스 이벤트들이나 키 입력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Simulating User Actions' 섹션을 참조하세요.

그 다음은 레코딩 중에 추가시켰던 값을 검증하는 체크포인트 오퍼레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X' 버튼을 통해 종료하고, 저장 여부를 묻는 팝업에서 ‘No'
버튼을 클릭한 오퍼레이션입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TestComplete은 하나의 윈도우에서 수행된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그룹으
로 묶어서 관리합니다. 그룹 관리는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수월하게 해 주고, 어플리케
이션에 내재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계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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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는 하나의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수행을 레코딩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선
‘process' 그룹만 나타나 있습니다. 수행한 시나리오에 대해 그룹화 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혹 사용자는 ‘Object Browser' 패널에서 봤던 이름과 스크립트에 나타나 있는 이름이 달라서 혼
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Object Browser'에서는 이름이 ‘Process("Orders")’이고 ‘Orders'라
고 명했는데, 메인화면에서는 ’WinFormsObject("MainForm")이고 ‘MainForm'이라고 명한 부분이 그
것입니다.
그것은 TestComplete에서는 자동으로 레코딩 중에 오브젝트의 ‘custom names'을 수집하고 사용하
기 때문입니다. TestComplete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레코
딩 시 수집된 이름들을 매핑 시킵니다. 매핑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테스트를 보다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Name Mapping' 섹
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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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레코딩 된 테스트케이스 실행
이제 사용자 시나리오에 따라 레코딩 된 테스트케이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을 레코딩 당시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테스트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
나리오에 따른 레코딩 전에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본 문서의 경우
에서도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은 실행 시킨 후에 테스트를 시작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테
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 시켜야 합니다.
테스트 실행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툴 바에서 테스트 실행 버튼(

)을 클릭하는 것입

니다.

그럼 모든 화면 자동으로 사라지고 짧은 시간 내에 테스트가 진행 될 것입니다.

Note: 테스트가 실행되는 동안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
니다. 그런 행위로 인해 테스트 실행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 후에 TestComplete은 테스트 결과를 자동으로 수집에서 보여줍니다. 테스트 결과 분
석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실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 드리면,
- 테스트케이스가 생성 됐다고 해서 테스트 자체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TestComplete을 통해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PC에 TestComplete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면 테스트케이스 실행을 위해서는 ‘TestExecute'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스크립트 코드를 외부로 출력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Connected and Self-Testing Applications'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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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케이스를 실행하는 동안 TestComplete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인디케이터만 표시합니다.

- 인디케이터는 테스트 실행에 대한 상황을 메시지로 표시해 줍니다.

- TestComplete은 테스트케이스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실행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행을 멈추고자
한다면 인디케이터에서 'Stop' 버튼(

)을 클릭하거나 TestComplete 메인 화면에서 ‘Test | Stop'를

선택하면 됩니다.
테스트 실행 중에 일시정지 하고 싶다면 정지 버튼(

)을 클릭하세요. 일시정지 되어 있는 동안

에는 사용자가 테스트 외에 다른 행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일시정지 시키고
나서 ‘Watch List' 패널이나 ’Locals' 패널 혹은 ‘Evaluate’ 창에서 테스트 로그를 체크 하거나 사용
된 오브젝트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Debugging Tests' 섹션을 참조하세요.

- 테스트 실행을 위해 툴 바에서 ‘Run Test' 버튼을 누릅니다. 이 것은 테스트 실행을 위한 여러 가
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자는 ’Project Explorer' 패널을 통하거나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서도 테스트를 실행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스크립트 패널에서도 테스트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에서 테스트 실행과 관련된 정보는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Running Tests' 섹
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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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테스트 결과 분석
TestComplete은 수행된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테스트 로그를 보관합니다. 테스트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는 ‘Project Explorer' 패널의 아랫부분에 ’Project Suite Logs | Orders Log' 카테고리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스윗(suit)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결과
보관 장소 입니다. 하나의 결과(한 항목에 대해 노드(node)라고도 합니다.)는 테스트를 실행하는 횟
수와 부합 됩니다. 노드의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표시해 줍니다.

TestComplete은 테스트 실행이 완료 되면 자동으로 테스트 로그를 생성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테
스트 결과는 테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표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스트 중간
에 테스트 결과를 보고 싶다면 테스트 중에 일시정지(pause)를 하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이전에 한 개의 테스트에 대해 한 번만 실행을 했기 때문에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Project Explorer' 패널에 한 개의 결과 로그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TestComplete은 테스
트 실행이 완료되면 테스트 결과 페이지도 ’Workspace' 패널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다른 테
스트 로그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로그를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우클릭 후 ‘Open' 메뉴를 선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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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전에 했던 샘플 테스트에 대한 결과 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로그 화면은 하나의 테스트 실행 결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왼쪽 부분은 테스트
결과를 트리 구조로 보여 지는데 각 노드들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문서에서는 하나의 테스트만 실행을 했기 때문에 트리 구조에는 오직 하나의 테스트 결과만 나
타납니다. 그 결과를 통해 테스트가 성공 했는지 아니면 실패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 로그는 결과에 따라 'Error', 'Warning' 등의 항목들로 필터링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
시지 타입은 왼쪽 아이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체크 박스를 통해서 사용자는
원하는 메시지들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메시지들은 실행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그것을 타임 칼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은 테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지나 관련된 텍스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테스트 메
시지의 상세 정보는 해당 메시지를 클릭하기만 하고 화면 하단의 ‘Additional Information'과
'Picture' 탭을 선택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Picture' 탭에서 나타나는 스크린 샷 이미지를 통해
서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 레코딩 할 때 ’Orders | Edit order' 메뉴를 클릭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Picture' 패널은 ’Expected Image'와 ‘Actual Image'로 나뉘어 져서 나타납니다. 'Expected Image'
는 레코딩 시에 저장된 이미지이고, ’Actual Image'는 테스트가 실행되면서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테
스트 로그에는 위와 같이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Picture' 패널에
서 제공되는 ‘View Comparison Result' 버튼을 통해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
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Test Visualizer' 섹션을 참조하세요.
'Call Stack' 탭에서는 테스트가 실행된 로그에 대해서 계층별로 보여줍니다.
‘Performance Counters' 탭에서는 테스트 실행 중에 모니터링 된 성능 카운터에 대한 값이 그래프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 41 -

형태로 표시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의 각 오퍼레이션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해당 오퍼레이션을 더블클릭 하면
됩니다. 그럼 TestComplete은 선택된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창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로그의
메뉴 항목의 ‘Orders | Edit order' 메시지를 클릭하면 관련된 정보가 활성화 됩니다.

테스트 로그 패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Test Results' 섹션을 참조
하세요.

Note: 본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로그들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 테스트 스크립트입니
다. 다른 타입의 테스트는 로그 형태나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로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다른 항목의 문서를 참조하거나 가이드를 보고자 하는 패널
에서 ‘F1'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러의 해결
어쩌면 테스트를 실행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
트 해서 몇몇 오브젝트의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오브젝트의 인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테스트 목적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테스트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과 겹쳐져서 그로 인해
테스트 실행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레코딩 할 때의 환경과 테스트를 실행할 때의 환경이 달라서 발생 합
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실행하는 초기 환경과 레코딩 할 때의 환경을 확실히
동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레코딩 시에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
다면 테스트를 실행할 때도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은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레코딩 할 때 테
스트 대상이 되는 웹 페이지의 두 번째 탭이 선택되어 있다면, 테스트를 실행할 때 역시 해당 웹 페
이지의 두 번째 탭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Handling Playback Errors'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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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Web)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이번 섹션에서는 TestComplete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웹 페이지를 대상으로 테스트 시나리오
를 레코딩 한 뒤 테스트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스트는
특정 웹 페이지를 통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레코딩하고 몇 개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
해 보겠습니다.

‘Web Orders' 웹 페이지
본 문서에서 사용될 샘플 웹 페이지는 ‘Web Orders'입니다. ’Web Orders'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http://support.smartbear.com/samples/testcomplete10/weborder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웹
페이지는 특정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 혹은 삭제한 뒤 주문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1. 테스트 프로젝트 생성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1) 만약 TestComplete에 새로운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스윗(suit)이 있다면 그것들은 닫으시기 바
랍니다. 메인 메뉴에서 'File | Clos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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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메인 메뉴에서 ‘File | New | New Project'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Create New Project'
마법사 창이 발생할 것입니다.

3) 첫 번째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명과 저장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Project name' 입력 필
드에는 ’WebOrders'를 입력합니다. TestComplete은 저장 위치의 경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경
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keyword tests, scripts, test
logs, stores 등)가 저장됩니다. 사용자는 저장되는 위치를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위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그대로 사용 하겠습니다.
또한 ‘More' 버튼을 통해서 프로젝트 스윗(suit)의 이름과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4) 프로젝트 이름과 저장 위치를 확인한 후에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도 위의 내용과 이어지면서 다음 설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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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스트 모듈 선택
TestComplete에서는 추가되는 프로젝트들의 테스트 대상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프로젝트 생성 시 테스트 모듈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모듈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Create New Project' 마법사 창에서 설정 합니다. 이 경우에 TestComplete
은 프로젝트 생성이 끝나면 사용자가 선택한 모듈에 맞게 프로젝트의 구조가 보여 질 것입니다.
- 다른 방법으로 ‘Project Explorer' 패널에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모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모듈을 선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프로젝트 생성 마법사에서 프로젝트의 이름과 저장 위치를 설정한 후에 다음 페이지에서 테
스트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타입에 대한 모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 서 ‘Web Orders' 웹 페이지를 테스트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위 마법사 창
에서 웹 페이지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모듈을 선택하겠습니다. 위 보시는 메뉴 중에
’Functional Testing of web pages'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될 것
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프로젝트 생성을 위한 나머지 설정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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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스트 프로젝트 설정
이전 단계에서 우리는 테스트 모듈을 설정 했습니다. 나머지 마법사 설정을 마치고 프로젝트를 생
성 해 보겠습니다.
1) 테스트 대상에 대한 타입을 설정한 뒤, 다음 마법사 창에서는 TestComplete에서 제공되는 이
미지 캡쳐 기능을 설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이 기능은 테스트 레코딩 및 실행하는 동안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한 이미지를 캡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선택사항에는 오직 이미지만 캡쳐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와 함께 오브젝트에 대
한 정보도 함께 캡쳐 할 것인지 아무것도 캡쳐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테스트 레코딩 중에 캡쳐된 이미지들은 사용자가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레코딩 됐는지, 또
테스트 대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등을 이해하는데 도와줍니다. 테스트 실행 중에 캡쳐된 이
미지들은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이 테스트 실행 시 어떻게 구동이 됐는지를 이해하
기 쉽게 도와줍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나중에 디버깅 할 경우에도 참조자료로 유용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이미지와 오브젝트 정보들을 모두 저장하면 나중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테스트 수행에 대한 결과 파일을 공유할 때 데이터 크기가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성격 상 테스트 레코딩 시에나 실행 시 이미지 캡쳐가 필요하
거나 오브젝트 정보가 필요한 경우만 선별적으로 위 메뉴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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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프로젝트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레코딩 및 실행 시 이미지만 캡쳐하는 ‘Capture images only'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Next'를 클릭합니다.

2) 다음 마법사 창에서는 스크립트 언어(Languag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의 모든 프로젝트들은 하나의 지원되는 언어(VBScript, JScript, DelphiScript,
C++Script or C#Script)를 선택해야 합니다. 스크립트 언어는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해도 중요한 설정사항 입니다. 사용자가 만약 키워드 테스트 방식만 사용한다고 해도 프로젝
트에서는 코드에서 호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특정 오퍼레이션 파라메타에서 스크립트를 사
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크립트 언어의 설정은 오브젝트 이름의 포맷을 정의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
다. 오브젝트의 이름에 대한 포맷은 설정된 언어의 문법과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 VBScript
와 JScript에서 IE의 이름은 ‘Browser("iexplorer")이고, DelphiScript에서는 ’Browser('iexplore'),
그리고 C++Script와 C#Script에서는 “[Browser"]("iexplore")로 사용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TestComplete에서 제공되는 'Help' 메뉴의 ‘Selecting the
Scripting Language'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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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는 VBScript를 선택해서 사용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VBScript'를 선택하시기 바랍
니다. Window Vista 이 후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스크립트 언어를 선택하면 마법사 창은 자동
으로 종료 됩니다. 만약 Window XP 이전 버전의 경우에는 스크립트 언어를 선택한 뒤 ’Finish'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까지 진행되면 TestComplete에는 새로운 프로젝트(WebOrders.mds)가 생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스윗(suit) 또한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성 결과는 ‘Project Explorer' 패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웹 브라우저 설정
웹 테스트 위해서는 TestComplete에 웹 테스트를 레코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설정을 적용해 줘야
합니다. 설정이 적용되면 여러 타입의 브라우저를 동일한 스크립트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TestComplete에서 제공되는 'Help' 메뉴의 ‘Preparing Web Browsers'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테스트케이스 생성
웹 페이지 테스트 계획하기
샘플 Orders 웹페이지는 주문 리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하거나 주문
된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목적: 기존의 주문 내역을 수정한 뒤 정상적으로 수정되었는지 혹은 변경되었는지 주
문 리스트에서 확인합니다.
• 테스트 단계: 본 문서에서 테스트 하는 과정은 주문 내역에서 수정하거나 리스트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 페이지를 통해 사용자 시나리오를 만들고 레코딩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 리스트 중 하나의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 테스트 결과의 확인: 만약 변경된 내역이 정상적으로 확인 됐다면 주문 리스트에 반영되어 나
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 테스트케이스에서는 기대값을 데이터의 리스트와 비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위한 오퍼레이션(Checkpoint)을 삽입할 것입니다. 이 오퍼레이션
은 결과 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결과 로그를 통해 Pass/Fail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TestComplete에서 제공되는 'Help' 메뉴의 ‘Planning Tests' 항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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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케이스 생성
TestComplete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
• 테스트 레코딩 방식을 이용해서 생성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오퍼레이션이나 테스트 시나리오를 스크립
트나 키워드 테스트에 맞춰서 생성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테스트케이스를 유동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데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의 단점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많은 다른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의 클래스
네임(name)이나 오브젝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TestComplete에서 테스트
레코딩만으로 편리하게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테스트시나리오를 한번
만 레코딩 하면 TestComplete에서 테스트 시나리오 뿐 만 아니라 스크립트 라인이나 테스트 오브젝
트들도 자동으로서 인지해서 키워드 테스트 스크립트로 자동 변환되어 생성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형태를 ‘테스트 레코딩(recording a test)’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사용자의 역량이 많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 문서에서는 테스트 레코딩 방
식으로 가이드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레코딩
테스트 레코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① 사용자는 TestComplete의 메뉴에서 제공하는 Record Keyword Test 혹은 Record Script를 통
해서 레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 페이지에서 ‘Record a New Test' 버튼을 통해
서도 할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keyword test, scripts, low-level procedures, HTTP load
testing tasks)으로 테스트 레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제공하는 레코딩 방식은
keyword test와 script입니다. 다른 테스트는 레코딩이 시작된 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테스트 레코딩 방식은 레코딩이 시작된 후에 몇 개의 조작 기능이 제
공됩니다.
레코딩이 시작되면 아래와 같이 레코딩 툴 바가 나타납니다.

레코딩 툴 바는 레코딩 중 일시정지와 종료 기능 뿐 만 아니라 레코딩 중에 필요한 기능들
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레코딩 되는 타입(Keyword test, script code, low-level procedure)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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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레코딩을 시작한 후에 매뉴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어플리케
이션을 실행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
의 행위를 합니다.
③ 테스트 시나리오 수행을 완료한 후에 툴 바에 있는 종료 버튼(

)을 클릭해서 레코딩을 종료

합니다.

레코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Recording

in

TestComplete'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rders' 웹 페이지의 레코딩
키워드 테스트 방식으로 ‘Orders' 웹 페이지를 레코딩 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특정 페이지가 로딩 되면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를 입력해서 데이터를 검증
할 것입니다.

Note: 테스트 레코딩 중에 TestComplete의 Help 메뉴를 보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마세요. 레코
딩 엔진은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추적하기 때문에 테스트 시나리오 외에 다른 행위가
레코딩 될 수 있습니다.
레코딩 시작
1)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TestComplete에서는 Keyword 테스트 방식의 테스트케이스가 자
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테스트케이스에서 레코딩하고자 하면 툴 바에서 'Append to Test' 버튼
(

)을 클릭하면 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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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을 시작하면 레코딩 툴 바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Interactive Help' 패널이 보인다
면 해당 메뉴를 통해 레코딩과 관련된 추가적인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버튼(

)을 클릭해서 모든 기능의 버튼이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테스트 웹 사이트의 주소는 Http://support.smartbear.com/samples/testcomplete10/weborders/ 입니
다. TestComplete은 사용자에 의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레코딩 하게 되고, 레코딩이 완료되면
브라우저 시작부터 레코딩 된 것을 스크립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브라우저를 시작한 뒤 아래 페이지가 로딩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 본 문서의 화면이 테스트 해야 할 웹 페이지와 겹쳐진다면 본 문서나 테스트 웹 페이
지의 크기를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레코딩 시 본 문서화면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 51 -

4) 로그인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Username: Tester
• Password: test
로그인 정보를 입력 후에 ‘Login' 버튼을 클릭하세요.

5) 로그인 하면 기본 페이지는 보여 집니다. 기본 페이지에는 모든 주문과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주문을 수정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Samuel Clemens'의 수정 버
튼(

)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주문 수정 페이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6) 위 페이지에서 ‘Customer name’ 텍스트 박스를 클릭한 뒤 ‘Mark Twain'으로 수정하세요.

7) ‘Update'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지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고, 수정된 사항은 반영되서
보여 질 것입니다.

8) 이제 값을 검증하는 오퍼레이션(Checkpoint)을 삽입할 것입니다. 이 오퍼레이션은 리스트화면
에서 'Mark Twain'으로 변경되었는지 검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검증하는 기능을 ‘체크포인트’(Checkpoint)라고 합니다. TestComplete은 여러
가지

타입의

체크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은

‘Property

checkpoint'입니다. 이 타입은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데이터들을 검증하는데 사용됩니다. 우
리는 이 체크포인트를 사용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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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체크포인트 드롭버튼을 클릭해서 ‘Create Property Checkpoint(

)' 버튼을 클릭

하세요.

위 과정을 통해서 속성을 검증하는 체크포인트(Property Checkpoint)가 삽입될 것입니다. 그
리고 체크포인트 설정을 진행하기 위한 마법사 창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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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마법사 페이지에서 타겟 버튼(

)을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합니다.

마법사 창이 자동으로 최소화 되고난 뒤 ‘Mark Twain' 리스트로 마우스를 드래그 합니다. 마
우스를 드래그 하는 동안 화면에 존재하는 여러 오브젝트들이 인식되어 붉은 박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하고자 하는 주문 리스트에서 ‘Mark Twain'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시키면 아래와 같
이 붉은 박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후에 마우스를 떼면 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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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하던 마우스 버튼을 검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위에서 떼고 나면 마법사 창은 다시
나타나고 선택된 오브젝트의 이미지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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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오브젝트의 속성들이 표시됩니다. 이 리스트들은 TestComplete에
서 규정하는 오브젝트들로 구성되어 보여 집니다. ‘View more members(Advanced View)’ 링크
를 클릭하면 모든 사용 가능한 속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테스트 환경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속성들입니다. 그것은 ‘Standard'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리드(grid) -그리드 오브젝트를 선택한 경우- 를 제어하는 속
성 그룹이고, ’Extende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제공되
는 속성들입니다. 사용자는 사용된 브라우저 이름의 하위 노드에서 그 속성들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의 ‘contentText' 속성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
은 브라우저에서 나타나는 텍스트를 보여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텍스트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contentText' 속성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속성을 선택한 뒤 ’Next' 버튼을 클릭
하세요.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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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속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나타나는 ‘Value' 박스를
통해서 값을 비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생성 완료를 위해 ‘Finish' 버튼을 클릭하세요. TestComplete은 레코딩 된 스크립
트에 체크포인트를 삽입할 것입니다.

9) 테스트 웹 페이지의 상단 오른쪽에 있는 ‘Logout' 버튼을 클릭하세요.

10) ‘X' 버튼을 클릭해서 테스트 웹 페이지를 닫으세요.

11) 레코딩 종료 버튼( )을 눌러서 레코딩을 종료하세요. TestComplete은 레코딩 된 스크립트를
테스트케이스로 저장할 것입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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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스트 레코딩 결과 분석
레코딩을 마친 후에 TestComplete은 수정이 가능한 키워드 타입의 테스트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아래와 같이 생성됩니다.

레코딩 된 테스트케이스는 위의 이미지와 비슷할 것입니다. 만약 본 문서에서 언급된 시나리오와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스크립트 역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 페이지의 다른 여백
을 그냥 클릭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역시 위의 스크립트에 저장되어 나타납니다.
레코딩 된 스크립트들은 레코딩 시작 후 사용자가 테스트 웹 페이지에서 수행된 모든 행위들에 대
해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오퍼레이션(operations)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Test Visualizer' 패널에는 레코딩 중에 캡쳐된 이미지들이 표시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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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들은

테스트

시나리오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TestComplete은 사용자가 진행한 테스트 수행(마우스 클릭, 텍스트 입력 등)과 동일하게 이미지가
캡쳐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의 오퍼레이션을 선택한다면 그와 매칭되는 이미지(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어떤 스크립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Test Visualizer' 섹션을 참조하세요.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Run Browser'입니다. 이것은 키워드 테스트에서 인터
넷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어떤 페이지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오퍼레이션입니다.
TestComplete에서는 브라우저를 실행할 때 이를 자동으로 레코딩 합니다.

두 번째 오퍼레이션은 웹 브라우저가 로딩 되는 것을 기다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나
타난 오퍼레이션은 테스트 웹 페이지(Orders)의 로그인 화면이 완전히 로딩될 때 까지 테스트 진행
을 기다리게 합니다.

아래의 오퍼레이션은 로그인 창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오퍼레이션은 테스트 웹 페이지에서 주문 내역 페이지와 그 중에 ‘Customer
Name' 필드를 수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마우스 이벤트 및 키보드 입력 등의 기타 행위들에 대한 스크립트 정보는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Simulating User Actions' 섹션을 참조하세요.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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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오퍼레이션은 레코딩하면서 추가했던 값을 검증하는 체크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웹 페이지에서 로그아웃 한 뒤 종료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TestComplete은 사용자가 수행된 것과 동일하게 오퍼레이션을 생성하고 그룹화
해서 보여 줍니다. 오퍼레이션들의 그룹화는 테스트 시나리오의 구조를 이해가기 쉽게 도와주고 웹
에 대한 계층 구조의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본 문서에서는 하나의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가지고 레코딩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에 대한 하나의 그룹만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진 모든 수행 내역에 대해서도
저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테스트가 수행되었다면 ‘page'라는 그룹으로 달리 구
성되었을 것입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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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용자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이름을 ‘Object Browser' 패널에서 확인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Object Browser'에서 인터넷 브라우저의 이름은 ‘Browser("iexplore")’,
‘Browser(firefox")', 'Browser("chrome"), 'Browser("opera") 등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테스트 중에는
단순하게 ’browser'로만 불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Object Browser'에서 로그인 페이지
(http://support.smartbear.com/Samples/TestComplete10/WebOrders/Login.aspx)는 테스트 하는 동안
’pageWebOrdersLogin'으로 사용됩니다.
그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TestComplete은 테스트 레코딩 하는 동안 오브젝트의 커스텀네임
(customer name)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커스텀네임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을 맵핑
(mapping) 한다고 합니다. TestComplete은 기본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름들을 맵핑 하는 작업을 합니다. 맵핑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테스트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Name
Mapping' 섹션을 참조하세요.

7. 레코딩 된 테스트케이스 실행
이전까지 간단한 테스트케이스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레코딩 된 테스트케이스를 실행하기 전에 유념해야 할 부분은,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이 레
코딩 당시의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웹 테스트는 거의 대부분
이 인터넷 브라우저 페이지를 오픈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문서에서도 ‘Run
Browser'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열고 테스트 웹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테스트가 시작됩니
다. 또한 테스트 종료 시점에 로그아웃을 한 뒤 웹 페이지를 종료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실행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툴 바에서 'Run Test' 버튼( )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TestComplete의 화면은 자동으로 최소화 되고, 테스트가 실행될 것입니다.

Note: 테스트가 실행되는 동안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
니다. 그런 행위로 인해 테스트 실행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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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실행이 완료된 후에 TestComplete은 테스트 결과를 수집한 뒤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섹션
에서 테스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실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 드리면,
테스트케이스가 생성 됐다고 해서 테스트 자체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TestComplete을 통해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PC에 TestComplete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면 테스트케이스 실행을 위해서는 ‘TestExecute'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스크립트 코드를 외부로 출력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Connected and Self-Testing Applications' 섹션을 참조하세요.
- 테스트 실행 중에 TestComplete은 화면 상단에 아래와 같은 인디케이터를 표시합니다.

위의 인디케이터는 테스트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 TestComplete은 테스트케이스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실행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행을 멈추고자
한다면 인디케이터에서 'Stop' 버튼(

)을 클릭하거나, TestComplete 메인 화면에서 ‘Test | Stop'를

선택하면 됩니다.
테스트 실행 중에 일시정지 하고 싶다면 정지 버튼(

)을 클릭하세요. 일시정지 되어 있는 동안

에는 사용자가 테스트 외에 다른 행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일시정지 시키고
나서 ‘Watch List' 패널이나 ’Locals' 패널 혹은 ‘Evaluate’ 창에서 테스트 로그를 체크 하거나 사용
된 오브젝트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Debugging Tests' 섹션을 참조하세요.

테스트 실행이나 테스트 실행과 관련된 설정에 대한 정보는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Running Tests' 섹션을 참조하세요.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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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테스트 결과 분석
TestComplete은 테스트 실행 시 모든 오퍼레이션에 대한 수행 결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대한 리스트는 ‘Project Explorer' 패널의 ‘Project Suite Logs | WebOrders Log'에 표시됩니
다. 결과 노드의 개수는 테스트 실행 횟수와 일치합니다. 아래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테스트가 한번
실행 됐고, 그 결과는 패스(pass)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estComplete에서는 테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마지막 부분에 그 결과를 자동으로 추가 합니다. 테
스트 결과는 테스트 실행 중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만약 테스트 실행 중에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
면 테스트 중지 기능(pause)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한 번의 테스트만 실행했기 때문에 ‘Project Explorer’ 패널에는 하나의 결과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종료되면 ‘Workspace' 패널에 그 결과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직
접 결과 페이지를 열과 싶다면 결과 리스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Open'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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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 로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로그 화면은 하나의 테스트 실행 결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왼쪽 부분은 테스트
결과를 트리 구조로 보여 지는데 각 노드들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문서에서는 하나의 테스트만 실행을 했기 때문에 트리 구조에는 오직 하나의 테스트 결과(노드)
만 나타납니다. 그 노드를 통해 테스트 결과가 성공 했는지 아니면 실패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 로그는 결과에 따라 'Error', 'Warning' 등의 항목들로 필터링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
시지 타입은 왼쪽 아이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체크 박스를 통해서 사용자는
원하는 메시지들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메시지들은 실행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그것을 'Time' 칼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은 테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지나 관련된 텍스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테스트 메
시지의 상세 정보는 해당 메시지를 클릭하고 화면 하단의 ‘Additional Information'과 'Picture' 탭을
확인하면 됩니다.
‘Picture' 패널은 ’Expected Image'와 ‘Actual Image'로 나뉘어 져서 나타납니다. 'Expected Image'
는 레코딩 시에 저장된 이미지이고, ’Actual Image'는 테스트가 실행되면서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테
스트 로그에는 위와 같이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Picture' 패널에
서 제공되는 ‘View Comparison Result' 버튼을 통해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좀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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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Test Visualizer' 섹션을 참조하세요.
오퍼레이션의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로그를 마우스로 더블클릭 하면
됩니다. 그러면 TestComplete은 선택된 오퍼레이션에 대한 창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그
메시지 중에서 ‘The button was clicked with the left mouse button'이라는 메시지를 더블클릭 하
면, 이 때 수행됐던 키워드 테스트 오퍼레이션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테스트 로그 패널이나 로그의 메시지 혹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estComplete
의 Help 메뉴의 ’About Test Log' 섹션을 참조하세요.

Note: 본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로그들은 기능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
는 키워드 테스트 스크립트입니다. 다른 타입의 테스트는 로그 형태나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로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른 섹션을 참조
하시거나 궁금하신 패널을 선택한 후 ‘F1'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러의 해결
어쩌면 테스트를 실행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
트 해서 몇몇 오브젝트의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오브젝트의 인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테스트 목적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테스트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과 겹쳐져서 그로 인해
테스트 실행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레코딩 할 때의 환경과 테스트를 실행할 때의 환경이 달라서 발생 합
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실행하는 초기 환경과 레코딩 할 때의 환경을 확실히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레코딩 시에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다
면 테스트를 실행할 때도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은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레코딩 할 때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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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대상이 되는 웹 페이지의 두 번째 탭이 선택되어 있다면, 테스트를 실행할 때 역시 해당 웹 페이
지의 두 번째 탭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Handling Playback Errors' 섹션을
참조하세요.

9. 멀티 브라우저 테스트
브라우저 테스트 시나리오를 레코딩 한 후 테스트를 실행 했을 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다면 그
테스트케이스에 간단한 수정만으로 다른 브라우저 역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
스 브라우저 테스팅(cross-browser testing) 혹은 멀티 브라우저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멀티 브라우저
테스팅은 여러 종류의 브라우저를 하나의 테스트케이스로 테스트가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수정을 통해서 다른 브라우저와 같이 테스트가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 키워드 테스트 오퍼레이션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Run Browser' 오퍼레이션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Make Browser Loop'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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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 루프(Browser Loop) 설정창이 발생하면 ‘Iterate Through All Browser'을 선택한 뒤
’Finish'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Run Browser' 오퍼레이션을 ’Browser Loop' 오퍼레이션으로 바꿔 줍니다.

- ‘Browser Loop' 오퍼레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오퍼레이션을 선택 한 뒤 하위로 이동 시키
는 버튼(

)을 클릭하세요. 그럼 모든 오퍼레이션들은 각각의 브라우저를 반복적으로 테스트

실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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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이는 화면이 멀티브라우저 테스팅 오퍼레이션을 적용한 것입니다.

- 여기까지 진행된 내용을 ‘File | Save'를 선택해서 저장합니다.

멀티 브라우저 테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Preparing Web
Browsers'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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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테스트케이스를 실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TestComplete은 테스트 스크립트를 몇 번 반복해서 실행 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수행 중에
각각의 브라우저도 실행 되서 테스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테스트 결과 로그에도 어떤 브라우저에 대한 테스트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Cross-Browser Testing-Overview' 섹션
을 참조하세요.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 69 -

안드로이드(Android)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본 문서에서는 TestComplete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테스트 할 수 있는지 설명합
니다. 설명하는 과정은 먼저 모바일 테스팅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고 모바일을 PC에 연결한 뒤 테스
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 후에 간단한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한 뒤 실행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테스트는 가상 스크린을 통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몇 개
의 체크포인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검증 할 것입니다.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본 문서에서는 TestComplete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Orders'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은 주문 리스트와 주문 추가, 수정,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되어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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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스트 환경 준비
이번 섹션에서는 TestComplete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해
야 할 것들을 설명합니다.

Note: 사용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할 때 실제 단말기와 가상 모바일 스크린, 그리
고 Android-x86 가상 기기를 통해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실제
단말기를 테스트하기 위한 준비를 설명할 것입니다. 가상 스크린과 Android-x86 가상
기기를 테스트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본 섹션과 좀 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Preparing Devices, Emulators and Virtual Machines' 섹션
을 참조하세요. 이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테스트 방식은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과
대부분 흡사합니다.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
JDK와 Android SDK 설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PC에 JDK(Java Development Kit) 혹은 JRE(Java
Runtime Environment)와 Android SDK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Note: 만약 위에서 언급된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아래 5번 항목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1) JDK 다운로드: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html

2) 다운로드를 마치면 설치 마법사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SDK 다운로드: https://developer.android.com/sdk/index.html
기본적으로 같이 다운로드 되는 ADT는 필요하지 않고, 오직 SDK만 필요합니다. SDK 다운로
드를

위해

‘Download

for

Other

Platforms'

섹션에서

’SDK

Tools

Only'으로

가서

‘installer_rXX.X.X-windows.exe'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4) 다운로드를 마치면 설치 마법사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 SDK의 설치가 완료되면 Android SDK Manager을 실행하세요. ‘시작’ 메뉴에서 ‘모든 프로그
램 | Android SDK Tools | SDK Manager'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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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DK Manager’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세요.
• Android SDK Platform-tools
• Android SDK Build-tools
• Google USB Driver

7) ‘Install packages'를 클릭한 뒤 라이선스에 동의하시고 설치 마법사에 따라 진행하세요.

8) ‘SDK Manager'을 종료하세요.

USB 드라이버 설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문서에서는 실제 단말기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 할 것입니다. 그
래서 TestComplete가 설치된 컴퓨터에 USDB 드라이버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Android 문서를 보면
‘OEM USB Drivers'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developer.android.com/tools/extras/oem-usb.html
TestComplete의 Plug-ins 설치 및 구성
Android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TestComplete에 모바일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모바일 모듈은 플러그 인을 통해서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 모듈의 설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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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다면 TestComplete를 재설치를 통해 설치 마법사에서 모바일 모듈을 같이 설치 해주어야
합니다.

TestComplete 구성
플러그 인의 활성화를 위해 TestComplete에서 JDK와 Android SDK의 설치 경로를 따로 설정해 줘
야 할 수도 있습니다. TestComplete은 설치 시 설치 마법사를 통해 PC에서 경로를 찾으려고 시도
합니다. 하지만 마법사를 통해 경로를 찾지 못 하는 경우 사용자가 TestComplete의 메뉴를 통해 직
접 설정 해 줘야 합니다.
경로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TestComplete을 실행합니다.
② ‘Tool | Options'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Options' 창이 발생할 것입니다.
③ ‘Options' 창 왼쪽 메뉴에서 ’Engines | Mobile | Android'를 선택합니다.
④ ‘Path to Android SDK'의 입력 필드에서 Android ADK가 설치된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⑤ ‘Path to Java Runtime'의 입력 필드에서 Java가 설치된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⑥ 다시 ‘Engines | Mobile | General' 메뉴를 선택합니다.
⑦ ‘the Automatically display Mobile Screen on OnScreen operation’ 메뉴를 체크 설정합니다.
⑧ ‘the Automatically display Mobile Screen on recording’ 메뉴를 체크 설정 합니다.
⑨ ‘OK'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모바일 단말기 준비
PC에 모든 소프트웨어 준비사항을 마친 뒤에 모바일 단말기의 메뉴설정을 합니다.

단말기에서 개발자 옵션 설정
실제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에서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 해주어야 합
니다.
1) 안드로이드 설정 메뉴에서 ‘설정 | 개발자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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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개발자 옵션 메뉴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와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진행
되는 단말기의 버전에 따라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USB 디버깅’ 메뉴와 ‘켜진 상태로 유지’ 메뉴를 체크 설정합니다.
- USB 디버깅: 이 메뉴를 체크 설정하면 단말기와 ADB(Android Debug Bridge)간에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말기를 ADB를 통해서 TestComplete와 통신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 켜진 상태로 유지: 디버깅하는 동안 단말기가 슬립(sleep) 모드로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변경 상태를 저장합니다.

단말기를 PC에 연결
단말기를 켠 후에 PC에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합니다. ADB는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으로 인식
합니다.

단말기 연결 확인
단말기가 PC에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TestComplete의 툴 바에 ‘Show Mobile Screen'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연
결이 이루어졌다면 가상 스크린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 이상의 단말기가 PC에 연결이 되어 있다
면 ‘Show Mobile Screen' 메뉴에서 ’Select Current Device' 창을 통해서 원하는 단말기를 선택해서
스크린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리스트에 원하는 단말기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시고, 단말
기가 확인되면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에이전트(Agent) 설치
안드로이드 에이전트는 테스트를 위해 TestComplete에 설치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를 설정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에이전트는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① ‘Mobile Screen' 창을 열기 합니다.
② 툴 바에서 ‘Install Android Agent' 버튼( )을 클릭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위한 준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오브젝트를 TestComplete에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정
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Instrumenting
Android Applications' 섹션을 참조하세요.
TestComplete에 설치된 'Orders' 어플리케이션은 화이트 박스 테스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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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설정은 본 문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estComplete에는 테스트를 위한 모바일 단말기와 어플리케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어떻게 테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레코딩 한 뒤 실행하는 것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 테스트 프로젝트 생성
이제 새로운 테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1) 만약 이미 생성된 테스트 프로젝트나 스윗(suit)이 있다면 닫으시기 바랍니다. TestComplete의
메인 메뉴에서 ‘File | Clos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TestComplete 메인 메뉴에서 ‘File | New | New Project'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새
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3) 마법사 창에서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선택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을 ‘AndroidOrders'로 하고 저장 위치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위치로 설정하겠습니
다.

4) 다음 페이지에서 ‘Android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5) 다음 페이지에서 프로젝트에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Add' 버튼을 클릭하면 ’Add Android Tested Application' 마법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 마법사 창에서 폴더 버튼( )을 클릭하고 폴더 검색 창에서 안드로이드 ‘Orders’ 패키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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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경로는,
- Win7이나 Vista 이후 버전일 경우,
C: \Users \Public \Public Documents \TestComplete 10 Samples \Mobile \Android \Orders
\Orders Application \bin \Orders.apk

- Win XP이나 Win Server 2003 이전 버전일 경우,
C: \Documents and Settings \All Users \Shared Documents \TestComplete 10 Samples \Mobile
\Android \Orders \Orders Application \bin \Orders.apk

Note: 때로는 ‘공유 문서(Shared Documents)'나 ’공용 문서(Public Documents)' 폴더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Deploy to the device on start' 메뉴를 체크 설정하세요. 그럼
TestComplete가 실행될 때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실행됩니다.
• ‘Keep the data and cache directories on removal' 메뉴는 설정 해제 하세요. 그래야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매번 초기 상태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 그 다음 ‘Next' 버튼을 클릭한 뒤 ’Finish' 버튼을 눌러서 마법사를 종료하세요.
• ‘Autorun' 메뉴는 체크 설정하세요. 그래야 레코딩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Orders' 어플리케
이션이 실행될 것입니다. 만약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레코딩할 때 사용자가 실행 메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주어야 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6) 다음 페이지에서 레코딩 및 테스트 실행 할 때 이미지와 관계되는 ‘Test Visualizer'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체크 설정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언어를 선택해서 설정을 종료합니다.

설정이 종료되면 TestComplete의 ‘Project Explorer' 패널에 새롭게 생성된 프로젝트가 보일 것입니
다.

3. 테스트케이스 생성
TestComplete에서 테스트케이스 생성
TestComplete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
• 테스트 레코딩 방식을 이용해서 생성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오퍼레이션이나 테스트 시나리오를 스크립
트나 키워드 테스트에 맞춰서 생성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테스트케이스를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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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데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의 단점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많은 다른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의 클래스
네임(name)이나 오브젝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TestComplete에서 테스트
레코딩만으로 편리하게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테스트시나리오를 한번
만 레코딩 하면 TestComplete에서 테스트 시나리오 뿐 만 아니라 스크립트 라인이나 테스트 오브젝
트들도 자동으로서 인지해서 키워드 테스트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변환되어 생성됩니다. 이렇게 진행
되는 형태를 ‘테스트 레코딩(recording a test)’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사용자의 역량이 많지 않
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 문서에서는 테스트 레코
딩 방식으로 가이드를 진행할 것입니다.

테스트케이스 레코딩
테스트 레코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사용자는 TestComplete의 메인 메뉴나 툴 바에서 ‘Test | Record | Record Keyword Test' 혹
은 ’Test | Record | Record Script' 메뉴를 통해서 레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작
페이지에서 ‘Record a New Test' 버튼만 클릭해도 레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을 시작하게 되면 TestComplete 화면은 레코딩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레코딩 모드에
서는 TestComplete의 메인 화면은 자동으로 축소 되고 레코딩 툴 바와 모바일 스크린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레코딩 툴 바를 통해서 레코딩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Pause)나 정지(Stop) 그리고 레코딩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스크린 창에는 연결된 단말기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창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창은 ‘Tools | Options | Mobile | General' 메뉴를 통해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2) 레코딩을 시작한 후에 매뉴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어플리케이
션을 실행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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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스트 시나리오 수행을 완료한 후에 툴 바에 있는 종료 버튼(

)을 클릭해서 레코딩을 종료

합니다.

레코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Recording in TestComplete' 항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rders' 어플리케이션의 테스트 계획
• 테스트 목적: 테스트 어플리케이션(Orders) 실행 후 ‘Edit Order' 창에서 기존 항목에 대해 수
정이 되는지, 수정된 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테스트 시나리오: 주문 항목의 수정을 통해 주문 리스트가 변경되었는지 검증하고, 사용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고 나서 어떤 항목이 변경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테스트 결과 확인: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정상적으로 적용 되었다면 Order
리스트에 해당 사항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검증을 위해 기대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오퍼레이션을 삽입할 것입니다. 해당 오
퍼레이션은 테스트 로그에서 결과를 비교하고 우리는 그 값이 Pass인지 Fail인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Planning Tests'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rders' 어플리케이션의 테스트 레코딩
이제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키워드 테스트 방식으로 레코딩 해 보겠습니다.
1) 모바일 스크린 창을 띄우세요. TestComplete은 오직 모바일 스크린에서만 수행되는 것들만
레코딩이 되고 다른 창이나 단말기에서 직접 실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레코딩이 되지 않습니
다.
- 툴 바에서 ‘Show Mobile Screen' 버튼을 클릭 하세요

2) TestComplete 화면을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비어있는 키워드 테스트
항목(Test1)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처음 레코디을 할 때에는 비어있는 테스트케이스에 레코딩
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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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생성되어 있는 테스트케이스(Test1)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 ‘Project Explorer' 패널로 이동
• ‘KeywordTests' 노드를 확장(+) 선택
• ‘Test1' 노드를 더블 클릭

3) 툴 바의 ‘Append To Test' 버튼( )을 눌러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레코딩 툴 바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본 문서와 테스트 해야 하는 화면이
겹쳐지면 본 문서를 축소하거나 이동 시켜서 화면이 겹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레코딩 툴 바의 기본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장 버튼(

)을 클릭해서 아래와 같이 추가 메뉴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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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코딩을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Orders' 어플리케이션도 실행될 것입니다. 만약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이 해제되었다면 아래에 나타나 있는 메뉴를 통해 직접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TestComplete은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는 것도 레코딩 합니다. 이는 나중에 레코딩
이 종료되고 스크립트가 자동 생성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단말기에 ‘Orders'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실행될 때 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면
모바일 스크린에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본 문서와 모바일 스크린이 겹쳐진다면 본 문서의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 시켜서 테스트 화면이 겹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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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바일 스크린 화면에서 ‘Samuel Clemens's'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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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rders' 어플리케이션에서 Edit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수정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8) 상세화면에서 고객 이름을 변경하세요.
‘Samuel Clemens' 텍스트를 삭제하고 ’Mark Twain‘으로 입력하세요. 모바일 스크린에서 PC
의 키보드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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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크롤을 내려서 하단에 있는 ‘OK'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변경된 값이 저장되고 다시
’Orders' 리스트로 돌아올 것입니다.

10) 그리고 나서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삽입하겠습니다. 이것은 ‘Mark Twain'으로 변경된
고객 이름이 정상적으로 수정되었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그것을 체크포인트(Checkpoint)라고 합니다. TestComplete에서는 여러 가지
타입의 체크포인트를 제공하는데, 그것들 중에 검증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크포
인트와 관련된 정보는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Checkpoints' 섹션을 참고하시면 됩니
다.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 타입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은 ’Property checkpoint'(속성검
증)입니다. 이 체크포인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데이터의 값을 검증하는 기능을 수
행합니다. 그러므로 본 문서에서는 이 체크포인트 타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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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리스트 중에 ‘Create Property Checkpoint' 메뉴( )
를 클릭하세요.

이 메뉴를 선택하면 ‘Property Checkpoint'와 관련된 마법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마법사
는 속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설정하는데 가이드를 할 것입니다.

- 마법사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타겟처럼 보이는 버튼(

)을 클릭 하고 드래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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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창이 자동으로 최소화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주문 리스트(orders list)가 있는 창
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세요. 마우스를 드래그 하는 중에 TestComplete에서는 마우스 커서가
지나가는 곳의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붉은 색 박스로 표시됩니다.
‘Mark Twain' 리스트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뒤 붉은 박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던
마우스 버튼을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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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하던 마우스 버튼을 떼면, 마법사 창이 다시 발생하고 선택된 오브젝트의 이미지와
이름이 마법사 창에 아래와 같이 표시될 것입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 다음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오브젝트의 속성과 필드를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타날 것입
니다. 이것은 TestComplete에서 오브젝트에 포함된 속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테스트 어플리
케이션에 대한 속성과 각 필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정의된 몇 개의 필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오브
젝트의 필드를 보기 위해서는 ‘View more members (Advanced View)'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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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박스에서 ‘mText1'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동일한 텍스트가 필터링 돼서 보여 질 것
입니다.

- ‘mText1' 필드를 선택하세요. 이 필드는 오브젝트에 포함된 것입니다. 오브젝트의 다른 항목
들도 보길 원하시면 메뉴를 확대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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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입력 필드에 ‘mText'을 입력하세요.

- 리스트에서 ‘mText' 속성을 찾은 뒤 이 속성을 선택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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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value' 박스가 나타나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 값을 검증하고 비교
할 수 있습니다.

‘Finish 버튼을 클릭해서 체크포인트 생성 마법사를 종료하세요.

11) 레코딩 툴 바에서 종료 버튼( )을 클릭해서 레코딩을 종료하세요. 그럼 레코딩 된 테스트들
이 자동으로 테스트케이스로 저장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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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코딩된 테스트케이스 분석
레코딩 완료되고 나면 키워드 기반 테스트 스크립트가 표시될 것입니다.

레코딩 된 결과를 보면 위의 사진과 비슷하겠지만,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클릭을 했다면 그 부분이 스크립트에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레코딩 하면서 'Orders' 어플리
케이션에 수행된 사항에 대해 테스트 스크립트에 모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그것
을 오퍼레이션(operations)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Test Visualizer' 패널에는 레코딩 할 때 같이 저장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이미지들은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한 테스트 수행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 형태로 보여
줍니다. 그 이미지들은 사용자가 터치, 드래그, 텍스트 입력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수행한 내용과 일
치해서 보여 줍니다.
만약 어떤 오퍼레이션 하나라 선택하면 ‘Test Visualizer' 패널에는 그와 매칭되는 이미지가 하이라
이트 되어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항 사항은 TestComplet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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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메뉴에서 ’Test Visualizer'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Select Device'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바일 단말기가 실행되는지를 선택하는
기능을 합니다. 모든 단말기가 이 오퍼레이션을 통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퍼레이션은 ‘Run TestedApp' 입니다. 이 오퍼레이션은 테스트 할 어플리케이션을 구동
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TestComplete은 레코딩 툴 바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거나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구동 시키는 경우에 자동으로 이 오퍼레이션을 통해 레코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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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오퍼레이션들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된 시나리오에 따라 레코딩 된 것들입니
다. 주문 리스트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고, 값을 변경한 뒤 ‘OK' 버튼을 누르는 것
까지 나타납니다.

화면을 터치 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의 테스트 수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Simulating User Actions Over Android Devices'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코딩 중에 추가했던 값을 비교하는 체크포인트 오퍼레이션입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TestComplete은 하나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수행된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합니다. 그룹 관리는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수월하게 해 주고, 어
플리케이션에 내재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계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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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는 하나의 모바일 단말기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수행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는
두 개의 그룹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evice' 노드는 테스트 실행된 단말기를 나타내고,
‘Process' 노드는 모든 시나리오 수행에 대한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Object Browser' 패널에 보면 테스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 오브젝트 이름들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스트 당시 ’Process_example_orders;'가 ’Object Browser'에서 프로세
스 이름이 ‘Process("smartbear.example.orders")'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Edit) 버튼
을 테스트 할 때는 ’Button_Edit'이었는데, 확인해 보면 ‘Button("editButt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TestComplete 내에서 자동으로 레코딩 중에 오브젝트의 ‘custom names'을 수집하고 사용
하기 때문입니다. TestComplete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레
코딩 시 수집된 이름들을 매핑 시킵니다. 매핑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테스트를 보다 쉽고 이해하
기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Name Mapping'
섹션을 참조하세요.

5. 테스트케이스 실행
이제 레코딩 된 테스트케이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케이스를 실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은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할 당시와 똑같은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가 되어야 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단말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Select Device' 오
퍼레이션을 통해 해당 단말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테스트 단말기에 어플리케이션
을 미리 설치해서 실행되도록 합니다. 본 문서의 경우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위해 ’Run
TestedApp' 키워드 오퍼레이션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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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실행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툴 바에서 'Run Test' 버튼( )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TestComplete은 테스트를 실행할 것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를 통해서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실
행되고 고객 이름을 변경한 뒤 변경된 값을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Note: 테스트가 실행되는 동안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
니다. 그런 행위로 인해 테스트 실행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이 완료가 되면 TestComplete은 자동으로 결과를 표시합니다.
테스트 실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 테스트가 실행되는 동안 TestComplete은 화면 상단 코너 부분에 인디케이터를 표시하게 됩
니다.

인디케이터는 테스트가 수행되는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 TestComplete은 테스트케이스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실행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행을 멈
추고자 한다면 인디케이터에서 'Stop' 버튼(

)을 클릭하거나 TestComplete 메인 화면에서

‘Test | Stop'를 선택하면 됩니다.
테스트 실행 중에 일시정지 하고 싶다면 정지 버튼(

)을 클릭하세요. 일시정지 되어 있는

동안 에는 사용자가 테스트 외에 다른 행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일시
정지 시키고 나서 ‘Watch List' 패널이나 ’Locals' 패널 혹은 ‘Evaluate’ 창에서 테스트 로그를
체크 하거나 사용된 오브젝트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
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Debugging Tests' 섹션을 참조하세요.
테스트 실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Running Tests' 섹션을 참
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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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스트 결과 분석
TestComplete은 수행된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테스트 로그를 보관합니다. 테스트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는 ‘Project Explorer' 패널의 아랫부분에 ’Project Suite Logs | Orders Log' 카테고리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그는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스윗(suit)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공간 입
니다. 하나의 결과 노드(node)는 테스트 실행하는 횟수와 부합 됩니다. 노드의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표시해 줍니다.

TestComplete은 테스트 실행이 완료 되면 자동으로 테스트 로그를 생성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테
스트 결과는 테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표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스트 중간
에 테스트 결과를 보고 싶다면 테스트 중에 일시정지(pause)를 하고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한 개의 테스트에 대해 한 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Project
Explorer' 패널에 한 개의 결과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TestComplete은 테스트 실행이 완
료되면 테스트 결과 페이지도 ’Workspace' 패널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다른 테스트 로그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로그를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우클릭 후 ‘Open'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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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진행했던 테스트에 대한 결과 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로그 화면은 하나의 테스트 실행 결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왼쪽 부분은 테스트
결과를 트리 구조로 보여 지는데 각 노드들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문서에서는 하나의 테스트만 실행을 했기 때문에 트리 구조에는 오직 하나의 테스트 결과(노드)
만 나타납니다. 그 노드를 통해 테스트 결과가 성공 했는지 아니면 실패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 로그는 결과에 따라 'Error', 'Warning' 등의 항목들로 필터링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
시지 타입은 왼쪽 아이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체크 박스를 통해서 사용자는
원하는 메시지들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메시지들은 실행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그것을 타임 칼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은 테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지나 관련된 텍스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테스트 메
시지의 상세 정보는 해당 메시지를 클릭하기만 하고 화면 하단의 ‘Additional Information'과
'Picture' 탭을 선택 하면 됩니다.
‘Picture' 패널은 ’Expected Image'와 ‘Actual Image'로 나뉘어 져서 나타납니다. 'Expected Image'
는 레코딩 시에 저장된 이미지이고, ’Actual Image'는 테스트가 실행되면서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테
스트 로그에는 위와 같이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Picture' 패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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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되는 ‘View Comparison Result' 버튼을 통해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
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Test Visualizer' 섹션을 참조하세요.
'Call Stack' 탭에서는 테스트가 실행된 로그에 대해서 계층별로 보여줍니다.
‘Performance Counters' 탭에서는 테스트 실행 중에 모니터링 된 성능 카운터에 대한 값이 그래프
형태로 표시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의 각 오퍼레이션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해당 오퍼레이션을 더블클릭 하면
됩니다. 그럼 TestComplete은 선택된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창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로그의
메뉴 항목의 ‘Orders | Edit order' 메시지를 클릭하면 관련된 정보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테스트 로그 및 결과 패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About Test Log'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te: 본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로그들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 테스트 스크립트입니
다. 다른 타입의 테스트는 로그 형태나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로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른 섹션을 참조하시거나 궁금하신 패널을
선택한 후 ‘F1'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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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의 해결
어쩌면 테스트를 실행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업
데이트 해서 몇몇 오브젝트의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오브젝트의 인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고, 테스트 목적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테스트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과 겹쳐져서 그로
인해 테스트 실행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레코딩 할 때의 환경과 테스트를 실행할 때의 환경이 달라서 발생 합
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실행하는 초기 환경과 레코딩 할 때의 환경을 확실히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레코딩 시에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다
면 테스트를 실행할 때도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은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레코딩 할 때 테스
트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두 번째 탭이 선택되어 있다면, 테스트를 실행할 때 역시 해당 어플
리케이션의 두 번째 탭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테스트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결과가 Fail 처리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환경 설정과 관련된 문
제라면 이를 수정한 뒤 다시 테스트를 실행 했을 때 그 결과가 패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Handling Playback Errors' 섹션을
참조하세요.

7. 멀티 디바이스의 테스트
하나의 모바일 단말기를 테스트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면, 사용자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약
간 수정해서 여러 대의 단말기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종
류의 단말기(스마트폰, 테블릿PC 등)에서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여러 대의 단말기를 테스트 방법은 하나의 오퍼레이션만 수정하면 됩니다.
① 키워드 테스트 스크립트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을 엽니다.
② 화면 좌측의 ‘Mobile' 카테고리에서 ‘Device Loop' 오퍼레이션을 드래그 해서 테스트 스크립
트 영역의 최상단인 테스트 시작 위치에 놓습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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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Device Loop' 오퍼레이션의 상세 설정을 위한 마법사 창이 발생하는데, 아래와 같은 화면에
서 ’Iterate Through All Connected Devices'를 선택하고 ‘Finish'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종료합니다.

③ 그리고 나서 테스트 스크립트에 있는 ‘Select Device' 오퍼레이션은 삭제하거나 ’disable' 처리
합니다. 왜냐하면 ‘Select Device' 오퍼레이션의 역할을 ’Device Loop' 오퍼레이션이 대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삭제해야 합니다.
④ 다음엔 나머지 모든 오퍼레이션을 선택한 뒤 하위로 이동 버튼( )을 클릭합니다. 그럼 모든
테스트가 각각의 루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 캡쳐 사진이 ‘Device Loop' 오퍼레이션을 적용한 화면입니다.

⑤ 위 단계까지 수정된 부분을 메뉴 ‘File | Save'를 통해서 저장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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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말기도 테스트 PC와 연결이 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면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Complete은 몇 번에 걸쳐서 테
스트를 반복할 것입니다. 테스트가 반복해서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단말기들이 번갈아 가며 테스트
가 될 것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어떤 단말기가 테스트 수행 됐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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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이번 섹션에서는 TestComplete에서 iOS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테스트 하는 지를 설명해 드리겠
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모바일 테스트를 위해 환경을 설정하고, 단말기와 PC를 연결하고, 테스트 어
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성해서 테스트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까지 진행 했습니다. iOS 테스트
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상화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몇 개의 데이터를 검증할 것입니다.

사전 준비
• TestComplete를 설치할 때 모바일 모듈과 ‘Apple iTune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iTunes'
가 필요한 이유는 TestComplete와 iOS 단말기를 연결시켜 주기 위한 USB 드라이버가 ‘ITunes'
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iOS 6.x 혹은 7.0~7.1.1.이 탑재되어 있는 iPhone, iPad 혹은 iPod를 준비 합니다.
• 샘플 어플리케이션(Orders)을 컴파일하기 위한 Xcode의 Mac 컴퓨터, iOS SDK와 iOS 개발 라
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본 문서에서는 TestComplete에 탑재되어 있는 iOS 버전의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설명
할 것입니다.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 주문을 하고, 주문 내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형
태로 테스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 단말기에 본 문서에 따라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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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S 단말기 준비
iOS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① iOS 개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iOS 단말기에 어플리케이션 권한설정 프로파일을 추가합니다.
② 단말기를 USB 케이블을 통해서 TestComplete과 연결합니다.

테스트 단말기에 어플리케이션의 권한설정 프로파일 추가
이 단계는 'Xcode 5'에서만 필요합니다. 만약 ‘Xcode 6'이라면 자동으로 단말기를 검색해서 연결이
됩니다.

만약 iOS 개발자 프로그램(‘iOS Developer Enterprise Program’이 아님)을 가지고 있다면, 권한설정
프로파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권한설정을 하게 되면 단말기에 어플리케이션의 설치가 가능해 집
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Mac PC에서 ‘Xcode'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① ‘iOS' 단말기를 Mac에 연결하세요.
② ‘Xcode' 메뉴에서 ’Window | Organizer'으로 진입한 뒤 ‘Devices'를 선택하세요.
③ 테스트 할 단말기를 선택한 후에 ‘Use for Development'나 ’Add to Member Center' 버튼을
클릭하세요.

④ 개발자 프로그램 계정 옆에 있는 체크 박스를 선택한 뒤 ‘Choose'를 클릭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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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와 TestComplete 연결
USB 케이블을 통해 iOS 단말기와 TestComplete를 연결하세요. 만약 단말기에서 PC를 신뢰를 묻
는 창이 발생하면 ‘Trust'를 선택하세요.
또한 단말기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① ‘Settings | General' 메뉴로 진입하세요.
② ‘Auto-Lock'를 선택하세요.
③ ‘Never'로 선택하세요.
④ ‘Settings | Wallpapers&Brightness' 메뉴로 진입하세요.
⑤ 밝기 설정을 최소 상태로 설정하세요.
이 설정은 테스트 중에 스크린이 잠금으로 전환 되거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배터리가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TestComplete의 오브젝트 화면을 통해 연결된 단말기가 보이는지 확인 하세요. 연결된 단말기는
‘Mobile' 카테고리 밑에 ’Device("your_device_name")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샘플 어플리케이션(Orders)를 테스트 하기 위한 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 iOS 어플리케이션 준비
TestComplete에서 iOS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TestComplete 라이브러리를 컴파일
하고 빌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Xcode'에서 iOS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어플
리케이션을 이미 컴파일 한 상태라면 TestComplete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
세한 내용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Instrumenting iOS Applications' 섹션을 참조하세요.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설명을 간소화 하기 위해 테스트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
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테스트를 위한 빌드와 애플의 앱 스
토어에 배포하는 빌드를 따로 생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TestComplete 라이브러리는 private APIs
를 사용하기 때문에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은 앱 스토어에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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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는 ‘Xcode 5'에서 iOS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하고 아카이브(archive) 한 ‘.ipa' 파일이 필
요합니다. 그 파일을 통해 TestComplete은 테스트 시 어플리케이션을 단말기에 자동으로 설치하고
실행될 수 있게 합니다.

1) Mac 컴퓨터로 파일을 복사
다음의 경로로 파일을 복사하고 Mac 컴퓨터에 TestComplete를 설치합니다.
• TestComplete Samples>\Mobile\iOS\Orders\ - ‘Orders' 어플리케이션의 파일 위치입니다.
• TestComplete>\Bin\Extensions\iOS\libTestComplete-agent-static.a - TestComplete의 라이
브러리 에이전트입니다.
만약 ‘Xcode 6'을 사용하고 있다면 ’re-sign.sh' 파일도 ‘TestComplete>\Bin\Extensions\iOS‘
폴더에 복사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Instrumenting iOS Applications in Xcode 6' 섹션을 참조하세요.

2) Xcode에 샘플 프로젝트 설정
① ‘Xcode'에서 ’Orders' 프로젝트(Orders.xcodeproj)를 열기 합니다.
② Xcode의 Navigator 영역에서 ‘libTestComplete-agent-static.a'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 노드
(node)로 드래그 합니다.
③ 타겟을 선택한 뒤 빌드 설정 페이지로 전환 시킵니다.
④ 아래 사진과 같이 ‘Linking'에서 ’Other Linker Flags'를 ‘-all_load -ObjC'로 설정합니다.

3) ‘IPA' 파일 생성하기
‘IPA'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① ‘Xcode' 메뉴에서 ’Product | Archive' 메뉴를 선택합니다. ‘Xcode'는 생성된 내역을
’Archives organizer'에 보여줄 것입니다.
② ‘archive'를 선택한 뒤 ’Distribute'를 클릭하세요.
③ 마법사 창에서 ‘Save for Ad Hoc or Enterprise Distribution'을 선택한 뒤 ’Next'를 클릭하
세요.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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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플리케이션에서 ‘provisioning profile'를 선택한 뒤 ’Export'를 클릭하세요.
‘Xcode 5' 어플리케이션에서는 ’iOS App Development' 타입의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본 문서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help의

‘Preparing

iOS

application'에서 ‘Choosing a Provisioning Profile for Your Application'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OS 개발자 프로그램(iOS 개발자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이 아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에 언급했던 프로파일의 구성을 통해 테스트 단말기에 포함된 권한 설정된 프로파일을 선
택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ipa' 파일을 저장하세요. ‘.ipa' 파일을 생성한 후에 TestComplete으로 복사하시기 바랍니
다.

이제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과 단말기가 준비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테스트케
이스를 자동화 하고 실행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 테스트 프로젝트 생성
이제 새로운 테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① 만약 이미 생성된 테스트 프로젝트나 스윗(suit)이 있다면 닫으시기 바랍니다. TestComplete
의 메인 메뉴에서 ‘File | Clos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 그리고 TestComplete 메인 메뉴에서 ‘File | New | New Project'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새
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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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법사 창에서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선택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을 ‘iOSOrders'로 하고 저장 위치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위치로 설정하겠습니다.

④ 다음 페이지에서는 ‘iOS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⑤ 그리고 ‘Add' 버튼을 클릭한 뒤 ’Orders.ipa'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 항목은 Mac PC에서
TestComplete가 설치된 PC로 파일을 카피하는 단계입니다.
⑥ ‘Deploy to the device on start'를 선택한 뒤 ’OK'를 클릭하세요.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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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Autorun' 항목이 체크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설정되어 있다면 TestComplete에
서는 레코딩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모바일 단말기의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것입니
다. 만약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레코딩 할 때 사용자가 직접 메뉴를 통해 실행시킬 수 있
습니다.
⑧ 다음 페이지에서는 ‘Test Visualizer'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을 통해서 선택한 뒤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⑨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언어를 선택한 뒤 ‘Finish' 버튼을 클릭합니다.

TestComplete은 프로젝트를 생성한 뒤 이를 ‘Project Explorer'에 표시할 것입니다.
이제 iOS 단말기를 연결한 뒤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Process Explorer'의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Run'을 선택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것입니다.

4. 테스트케이스 생성
TestComplete에서 테스트케이스 생성
TestComplete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
• 테스트 레코딩 방식을 이용해서 생성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오퍼레이션이나 테스트 시나리오를 스크립
트나 키워드 테스트에 맞춰서 생성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테스트케이스를 유동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데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의 단점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많은 다른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의 클래스
네임(name)이나 오브젝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TestComplete에서 테스트
레코딩만으로 편리하게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테스트시나리오를 한번
만 레코딩 하면 TestComplete에서 테스트 시나리오 뿐 만 아니라 스크립트 라인이나 테스트 오브젝
트들도 자동으로서 인지해서 키워드 테스트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변환되어 생성됩니다. 이렇게 진행
되는 형태를 ‘테스트 레코딩(recording a test)’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사용자의 역량이 많지 않
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 문서에서는 테스트 레코
딩 방식으로 가이드를 진행할 것입니다.

테스트케이스 레코딩
테스트 레코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① 사용자는 TestComplete의 메인 메뉴나 툴 바에서 ‘Test | Record | Record Keyword Test'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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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est | Record | Record Script' 메뉴를 통해서 레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작
페이지에서 ‘Record a New Test' 버튼만 클릭해도 레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을 시작하게 되면 TestComplete 화면은 레코딩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레코딩 모드에
서는 TestComplete의 메인 화면은 자동으로 비활성화 되고 레코딩 툴 바와 모바일 스크린 화
면이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레코딩 툴 바를 통해서 레코딩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Pause)나 정지(Stop) 그리고 레코딩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스크린 창에는 연결된 단말기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창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창은 ‘Tools | Options | Mobile | General' 메뉴를 통해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레코딩을 시작한 후에 매뉴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어플리케
이션을 실행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
의 행위를 합니다.
③ 테스트 시나리오 수행을 완료한 후에 툴 바에 있는 종료 버튼(

)을 클릭해서 레코딩을 종료

합니다.

레코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Recording in TestComplete' 항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OS ‘Orders' 어플리케이션의 테스트 계획
‘Orders' 샘플 어플리케이션은 주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 본
문서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맞게 주문 리스트를 수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테스트 목적: 테스트 어플리케이션(Orders) 실행 후 ‘Edit Order' 창에서 기존 항목에 대해 수
정이 되는지, 수정된 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테스트 시나리오: 주문 항목의 수정을 통해 Order 리스트가 변경되었는지 검증합니다. 본 문서
에서는 간단한 진행을 위해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의 속성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 테스트 결과 확인: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정상적으로 적용 되었다면 Order
리스트에 해당 사항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검증을 위해 기대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오퍼레이션을 삽입할 것입니다. 해당 오
퍼레이션은 테스트 로그에서 결과를 비교하고 우리는 그 값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 108 -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Planning Tests' 항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Orders' 어플리케이션의 테스트 레코딩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 하겠습니다.
• 테스트 레코딩 중에 본 문서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마세요. 레코딩 엔진은 사용자 행
위를 모두 레코딩 하기 때문에 문서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까지도 레코딩에 포함됩니다. 본 문
서를 보고자 하면 프린트를 해서 확인 하거나, 다중 모니터라면 다른 화면에 본 문서를 미리
열어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 레코딩은 오직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어
플리케이션과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중에 레코딩 된 오퍼레이션이 오동작할 수도 있습
니다. 그래서 레코딩을 하는 중에는 오직 테스트 어플리케이션만 띄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레
코딩 중에는 다른 단말기로 전환되지 않게,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최소화 되지 않게, 다른 어
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게, ‘Home' 버튼을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이 닫쳐지지 않게 해야 합니
다.

이제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키워드 테스트 레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레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모바일 스크린 창을 띄우세요. TestComplete은 오직 모바일 스크린
에서만 수행되는 것들만 레코딩이 되고 다른 창이나 단말기에서 직접 실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는 레코딩이 되지 않습니다.
• 툴 바에서 ‘Show Mobile Screen' 버튼을 클릭 하세요

2) TestComplete 화면을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비어있는 키워드 테스트
케이스(Test1)가 생성됩니다.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케이스는 이 항목에 생성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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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생성되어 있는 테스트케이스(Test1)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 ‘Project Explorer' 패널로 이동
• ‘KeywordTests' 노드를 확장(+) 선택
• ‘Test1' 노드를 더블 클릭

3) 툴 바의 ‘Append To Test' 버튼( )을 눌러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레코딩
툴 바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본 문서와 테스트 해야 하는 화면이 겹쳐지면 본 문서를 축소
하거나 이동 시켜서 화면이 겹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레코딩 툴 바의 기본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장 버튼(

)을 클릭해서 아래와 같이 추가 메뉴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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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코딩을 시작하게 되면 모바일 단말기에 자동으로 ‘Orders' 어플리케이션도 실행될 것입니
다. 이 기능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Deploy to the device on start' 메뉴를 설정하
거나 ‘Autorun' 옵션을 체크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이 해제되었다
면 아래에 나타나 있는 메뉴를 통해 직접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TestComplete은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는 것도 레코딩 합니다. 이는 나중에 레코딩
이 종료되고 스크립트가 자동 생성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단말기에 ‘Orders'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실행될 때 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면
모바일 스크린에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본 문서와 모바일 스크린이 겹쳐진다면 본 문서의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 시켜서 테스트 화면이 겹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 파일 때문에 레코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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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바일 스크린에서 ‘Edit'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수정 모드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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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amuel Clemens'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그럼 수정 가능한 Order' 패널이 발생할 것입니다.

8) 고객 이름을 변경하세요.
‘CUSTOMET INFO' 섹션에서 기존의 이름을 삭제하고, 'Mark Twain’으로 입력한 뒤 ‘Enter'
버튼을 클릭하세요. 모바일 스크린에서 테스트 PC의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9) ‘Save'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래와 같이 팝업 창이 발생할 것입니다.

10) 변경 팝업 창에서 ‘Yes'를 클릭하세요.

11) 만약 iPhone나 iPod 터치 단말기를 통해 레코딩 했다면 네비게이션 바에서 ‘Orders' 버튼을
터치 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주문 리스트 패널로 이동될 것입니다. iPad 단말기는 두 개의 패
널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Done'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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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리스트는 다시 기본 화면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13) 이제 값을 비교하는 오퍼레이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오퍼레이션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고객 이름 중에 수정한 값(Mark Twain)을 확인 하겠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그것을 체크포인트라고 합니다. TestComplete에서는 여러 가지 타입의 체크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그것들 중에 검증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크포인트와 관련
된 정보는 TestComplete의 Help 메뉴에서 ‘Checkpoints' 섹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 타입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은 ’Property checkpoint'(속성검증)입니다. 이
체크포인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데이터의 값을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러므로 본 문서에서는 이 체크포인트 타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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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리스트 중에 ‘Create Property Checkpoint' 메뉴( )
를 클릭하세요.

이 메뉴를 선택하면 ‘Property Checkpoint'와 관련된 마법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마법사는
속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설정하는데 가이드를 할 것입니다.

• 마법사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타겟처럼 보이는 버튼(

)을 클릭 하고 드래그 하세요.

마법사 창이 자동으로 최소화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주문 리스트(orders list)가 있는
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세요. 마우스를 드래그 하는 중에 TestComplete에서는 마우스 커
서가 지나가는 곳의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붉은 색 박스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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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Twain' 리스트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뒤 붉은 박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
던 마우스 버튼을 뗍니다.

• 드래그 하던 마우스 버튼을 떼면, 마법사 창이 다시 발생하고 선택된 오브젝트의 이미지와
이름이 마법사 창에 아래와 같이 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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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 다음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오브젝트의 속성과 필드를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타날 것입
니다. 이것은 TestComplete에서 오브젝트에 포함된 속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테스트 어플리
케이션에 대한 속성과 각 필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정의된 몇 개의 필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오브
젝트의 필드를 보기 위해서는 ‘View more members (Advanced View)' 링크를 클릭하세요.
TestComplete에는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해 세 가지 속성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그 그룹은
‘Standard'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모바일을 제어할 수 있는 좀 더 구
체적인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은 ’Extended'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지막 그룹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모든 속성들을 볼 수 있는 ‘iOS'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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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wItem' 속성을 사용할 것입니다. 해당 속성의 테이블을 통해
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스트에서 ‘wItem' 속성을 찾으세요. ’Params' 버튼을 클릭하고 ‘Index' 필드에서 ’1‘을 입력
하세요. ’OK‘를 클릭하고 ’Next'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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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속성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alue 박스에 나타나는 속성 값
을 통해 데이터를 비교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 ‘Finish' 버튼을 클릭해서 체크포인트 설정을 마무리 합니다. 그럼 레코딩이 완료되었을 때
테스트 스크립트에 해당 체크포인트가 삽입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14) Stop 버튼(

)을 눌러서 레코딩을 종료하세요. TestComplete은 레코딩 된 테스트 시나리오를

키워드 기반 테스트 스크립트도 저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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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코딩 된 테스트케이스 분석
레코딩을 마친 후에 TestComplete은 키워드 테스트 스크립트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창을 자
동으로 보여줍니다.

레코딩 된 스크립트의 위 이미지에 나타난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다른 수행을 했다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클릭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위의 테스트 스크립트에는 ‘Order' 어플리케이션을 레코딩하면서 수행했던 것들과 동일하게 저장
된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퍼레이션‘(operations)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에 보여지는 것은 ‘Test Visualizer' 패널로 레코딩 중에 수행된 행위를 TestComplete에서
캡쳐한 이미지입니다.

위의

이미지들은

테스트

시나리오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TestComplete은 사용자가 진행한 테스트 수행(마우스 클릭, 텍스트 입력 등)과 동일하게 이미지가
캡쳐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의 오퍼레이션을 선택한다면 그와 매칭되는 이미지(이미지가 있는 경우)
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Test Visualizer'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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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Select Device'입니다. 이 오퍼레이션은 테스트 진행 시 어떤 단말기가 수행
될지를 표시해 줍니다. 다른 오퍼레이션들은 ’Select Device'를 통해 연결된 단말기에서 수행되는 것
입니다.

두 번째 오퍼레이션은 ‘Run TestedApp'입니다. 이것은 키워드 테스트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실
행될지를 나타내는 오퍼레이션입니다. TestComplete에서는 레코딩 중에 툴 바를 통해서 매뉴얼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혹은 레코딩 시 자동으로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이 오퍼레이션으
로 기록을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설정합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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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오퍼레이션들은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어떤 테스트 수행을 했는 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거나, 주문리스트를 선택하거나, 값을 변경하거나 저장하는 등의 행
위와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Simulating User Actions on iOS
Applications'와 ’Working With iOS Controls'를 참조하세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레코딩 중에 삽입한 값을 비교해서 검증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TestComplete은 하나의 단말기에서 수행된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그룹으
로 묶어서 관리합니다. 그룹 관리는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수월하게 해 주고, 어플리케
이션에 내재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계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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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는 하나의 단말기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시나리오에 대한 수행을 레코딩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evice' 노드 그룹은 테스트가 수행된 단말기에 대한 결과
물이고, ’process' 노드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 진행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수행 내역입니다.

‘Object Browser' 패널에 보면 테스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된 오브젝트 이름들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Object Browser'에서 보면 테스트 당시에는 ‘ProcessOrders;'로 명했던
것이 ’Process("Orders")로 이름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바 역시 테스트 시에는
‘navigationbar1'이었는데, ’NavigationBar(1)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TestComplete에서는 자동으로 레코딩 중에 오브젝트의 ‘custom names'을 수집하고 사용하
기 때문입니다. TestComplete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레코
딩 시 수집된 이름들을 매핑 시킵니다. 매핑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테스트를 보다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Name Mapping' 섹
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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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스트케이스 실행
이제 레코딩 된 테스트케이스를 실행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케이스 실행
테스트케이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Run Test' 버튼( )을 클릭합니다.

TestComplete은 ‘Orders' 어플리케이션을 단말기에서 실행 시키고 테스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테스트 결과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TestComplete은 테스트 결과 로그를 보여 줍니다. 만약 테스트 결과가 성공
했다면 그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테스트 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
습니다.

테스트케이스 실행

Note: 테스트가 실행되는 동안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
니다. 그런 행위로 인해 테스트 실행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테스트를 실행하면 TestComplete은 PC 화면의 구석 부근에 인디케이터를 띄울 것입니다.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테스트케이스 실행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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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실행

중에

실행을

멈추고

싶으면

툴

바에

있는

Stop

버튼( )을

누르거나

TestComplete의 메뉴에서 ‘Test | Stop'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테스트 실행 중에 일시
정지를 시키고 싶다면 Pause 버튼(

)을 누르면 됩니다. 일시 정지 중에는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 정지 상태에서는 테스트 로그나 변수 혹은 어떤 오브젝트가
사용되는지 등을 여러 패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Debugging Tests' 섹션을 참조하세요.
테스트케이스 실행과 관련된 정보나, 프로젝트 설정 중에 테스트 실행에 영향을 주는 설정에 대해
알고 싶다면,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Running Tests' 섹션을 참조하세요.

7. 테스트 결과 분석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TestComplete은 모든 오퍼레이션에 대한 테스트 결과 로그를 자동으로 보
여줍니다. 이전에 레코딩 된 테스트케이스의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결과 로그는 여러 타입(actions, events, checkpoints 등)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각각의 메시지들을 툴 바에서 필터링 해서 원하는 타입만 볼 수 있습니다. 로그 메시지를 더블 클릭
하면 이와 관련된 오퍼레이션으로 자동 연결되어 보여 집니다. 이 기능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연
관된 오퍼레이션을 찾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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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패널은 ’Expected Image'와 ‘Actual Image'로 나뉘어 져서 나타납니다. 'Expected Image'
는 레코딩 시에 저장된 이미지이고, ’Actual Image'는 테스트가 실행되면서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테
스트 로그에는 위와 같이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Picture' 패널에
서 제공되는 ‘View Comparison Result' 버튼을 통해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
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Test Visualizer' 섹션을 참조하세요.
화면 아래의 두 개의 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 Call Stack 탭에 있는 정보는 각각의 테스트에 대한 디버깅을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 화면
은 오퍼레이션을 반복적으로 호출하거나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 Performance Counters 탭에서는 테스트 실행 중에 모니터링 된 성능 카운터에 대한 값이 그
래프 형태로 표시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Performance Counters'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만
약 client-server 간 iOS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능을 통해서 서버 매트릭을 추적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 로그는 ‘Project Explorer' 패널의 ‘Project Suite Logs | ProjectName Logs' 아래 보관
되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테스트 결과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의 오브젝트 속성이 변경
되거나 ‘Name Mapping'의 속성과 매칭이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테스트
가

실패하면

어떤

이유로

인한

실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TestComplete의 Help 메뉴의 ’Handling Playback Error'이나 ‘Debugging Test'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본 문서는 SMARTBEAR 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 126 -

8. 멀티 디바이스 설정
하나의 단말기에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테스트케이스에서 약간의 수정만으로
여러 개의 단말기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iOS 단말기를 멀티로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1) 테블릿 PC와 스마트폰 간의 차이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화면 구성은 작은 화면(iPhones 혹은 iPods)을 사용하는 지, 큰 화면
(iPads)을 사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UI
구성 요소(패널, 페이지, 화면, 탭 등)를 레이아웃 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블릿 PC와
스마트폰 간의 수행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iPad에서 작성된 테스트케이
스는 다른 iPads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iPhone이나 iPod touch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iPhone에서 생성된 테스트케이스는 ‘iPod touch’에서는 사용 가능 하지만, ‘iPad’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몇몇의 이유로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가지 형태(테블릿PC, 스마트폰)로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좀 까다롭지만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하나의 테스트케이스가 두 가지 타
입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테스트 구조를 제어 가능하고 오브젝트 인식에 대
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iOS의 각각 다른 버전에 따른 오브젝트 계층, 각각의 iOS 버전은 다른 각각의 오브젝트 계층
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다른 버전에 대한 오브젝트를 찾아낼 수가 없
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프로젝트의 'Name Mapping'에서 매칭되지 않
는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을 확인하고 고쳐주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 사용한 ‘Orders' 어플리케이션 또한 테블릿 PC이나 스마트폰 등 사용 대상에 따
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단말기의 두 가지 타입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
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문서를 통한 진행을 위해서는 같은 타입의 단말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Orders' 어플리케이션은 iOS6와 그 이후 버전(iOS7~8)에서 실행될 때는 오브젝트의 계
층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iOS6 이후 버전에서는 오브젝트의 풀 네임(full name)에 ’textfield0'
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Edit Order' 패널의 ‘Customer name' 에디터(editor)와 일치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매핑된 이름은 iOS6와 iOS7~8이 다릅니다.

• iOS6의 경우,
NameMapping.Mobile.Device.processOrders.window0.tableview0.tableviewcell6.textfield0

• iOS7~8의 경우,
NameMapping.Mobile.Device.processOrders.window0.tableview0.tableviewcell6.scrollview0.textfiel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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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듯이 ‘scrollview0’ 오브젝트가 다릅니다. 테스트가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textfield0' 오브젝트의 검색 기준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TestComplete에서 이 오브젝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스크린을 통해
서 다음과 같이 설정 하세요.
① ‘Orders' 어플리케이션에서 ‘Edit' 버튼을 누르세요.
② 임의의 주문 리스트를 선택하면 ‘Customer name' 수정창의 ‘Edit Order' 패널이 나타날
것입니다.
③ ‘Name Mapping' 수정 창을 열기 위해 ’Project Explorer'에서 ‘NameMapping' 항목을 더
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매핑된 오브젝트들의 속성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④ ‘Mapped Objects' 탭을 선택하세요.

⑤ 만약 확인 창이 발생하면 ‘Yes'를 클릭하세요.
⑥ iOS7~8의 트리 메뉴에서 ‘textfield0' 오브젝트를 ’tableviewcell6'으로 드래그 하세요.
⑦ iOS7~8의 트리 메뉴의 맵핑된 오브젝트에서 ‘scrollview0'을 삭제하세요. 마우스 우클릭
후 메뉴에서 ’Delete‘를 선택하면 됩니다.
⑧ 이제 오브젝트 네임을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 'Test1' 테스트 케이스를 열기 합니다.
• 고객 이름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된 오퍼레이션을 더블클릭 합니다.
• 아래의 오브젝트 이름을 A에서 B로 수정합니다.

A. Aliases.Device.processOrders.window0.tableview0.tableviewcell6.scrollview0.textfield0
B. Aliases.Device.processOrders.window0.tableview0.tableviewcell6.textfield0
⑨ ‘Finish'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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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모바일 스크린에서 ‘Orders' 어플리케이션은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문과 관련된 변
경사항은 저장하지 않고 ’Edit Order' 패널은 닫은 뒤 ‘Done'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멀티 디바이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9. 멀티 디바이스 테스트
이제 하나의 테스트케이스를 가지고 여러 단말기에 테스트를 실행 해 보겠습니다.
먼저, ‘Mobile' 카테고리에 ’Device Loop' 오퍼레이션을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위치는 테스트를 시
작 하는 맨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여러 대의 단말기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 ‘Iterate Through All Connected Devices'를 선택한 뒤
’Finish'를 클릭합니다.

• ‘Select Device' 오퍼레이션의 경우는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거나 삭제하세요. ’Select
Device' 오퍼레이션은 ‘Device Loop' 오퍼레이션이 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
다.
• ‘Device Loop'의 아래에 있는 모든 오퍼레이션을 선택 한 뒤 하위로 이동 버튼(

)을 눌러서

’Device Loop' 오퍼레이션 밑으로 이동 시킵니다. 이제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단말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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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진행된 테스트 스크립트는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 TestComplete의 메인 메뉴에서 ‘File | Save'를 선택해서 저장 하세요.
‘iOS 단말기의 준비’ 섹션을 참조해서 다른 단말기도 같이 준비하세요. 단말기의 타입은 동일
해야 하고 생성된 테스트케이스를 통해 실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 해 보겠습니다. TestComplete은 오퍼레이션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각각 반복 될 때 테스트 단말기들은 번갈아 가며 진행될 것입니다. 테스트 결과
역시 각각의 단말기 별로 진행 되서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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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원 정보
만약 TestComplete과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사용상에 문제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지원 팀
(support team, 미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http://support.smartbear.com/message/?prod=TestComplete

TestComplete 지원 팀은 e-mail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만약 대화식의 질문
을 원하시면 ‘Contact Support' 포럼(forums)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포럼(forums)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들을 검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동영상이나 스크린 샷을 통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upport.smartbear.com/

국내에서도 TestComplete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 사는 Smartbear 사와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STA 사 내의 자동화솔루션
사업팀으로 부터 TestComplete 자동화 도구에 대한 구매 문의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estComplete의 소개자료(http://www.sten.or.kr/bbs/board.php?bo_table=testing_tools&sca=Test+Complete)와 카
페(http://www.sten.or.kr/club/club_main.php?cb_id=cb_autotest)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e-mail을 통해 온
라인 문의(stas@sta.co.kr)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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