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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통합 환경에서 회귀 테스트 기술의 
비용효율성에 한 실패 심도 기반 분석
(Analysis of the Cost-effectiveness of Regression Testing 

Techniques in Continuous Integration Environments 

based on Failure to Pay Attention)

권 정
†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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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Hyun Kwon)        (In-Young Ko)

요 약 지속  통합 환경에서 비용효율 인 회귀 테스트 기술을 용함으로써 개발자에게 테스트 실

패에 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테스트 수행 이력을 기반으로 하는 두 가지 테스트 이스 

실행순서 결정 기술(Test Case Prioritization, TCP)을 세 개의 산업체 로젝트에 용하여 각 기술의 

비용효율성을 측정하 다. 그리고 지속  통합 환경에서는 각 테스트 실패에 한 심도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험하 다. 심도를 다르게 하 을 경우, 두 TCP 기술을 용한 경우가 TCP 기술을 

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유사한 비용효율성을 보일 수 있음을 발견하 다. 실험결과는 최신 테스트

이스 실행순서 결정 기술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키워드: 지속  통합 환경, 회귀 테스트, 테스트 이스 실행순서 결정 기술, 실패 심도

Abstract In continuous integration (CI) environments, it is possible to provide fast feedback on 

test failures by applying cost-effective regression-testing techniqu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ost-effectiveness of two test-case prioritization techniques based on the test history of three 

industrial projects. In addition, because test failures may have different degrees of attention paid to 

them by different developers in CI environments, we consider this characteristic in the experiment. As 

a result, we discovered that the cost-effectiveness of applying the TCP techniques can be similar to 

that of not applying any of the TCP techniques when failure of the developers to pay attention is 

considered. The experiment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ate-of-the-art test-case 

prioritization techniques for CI environments by considering such characteristics.

Keywords: continuous integration, regression testing, test-case prioritization, failure of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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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속  통합(Continuous Integration, CI)환경은 소

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인 코드를 메인 코드와 통

합 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기 한 

실천 방법이다. 실천방법의 로 코드가 변경될 때 마다 

( 는 주기 으로 빈번하게) 통합 빌드(컴 일, 테스트, 

배포 등)를 수행하는 것이 있다, CI를 도입함으로써 소

트웨어 결함을 조기에 발견  해결할 수 있고, 소

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언제든지 소 트웨어를 배

포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장 으로 Google, Micro-

soft, 삼성 등 많은 회사에서 CI 환경을 구축하여 소

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CI 환경에서는 통 인 개발환경보다 회귀 테스트

(기존 테스트 이스 실행)  새로운 테스트 이스 실

행이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테스트에 많은 컴퓨  

자원을 소비하게 된다. 그리고 테스트 이스 수가 많아

짐에 따라, 개발자가 테스트 이스 실패에 한 결과를 

받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테스트 이스 선택 기술  테

스트 이스 실행 순서 결정 기술 등 비용효율 인 회

귀 테스트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통 인 비용효율 인 회귀 테스트 방법은 주로 코

드 삽입(code instrumentation)과 같은 작업을 통한 코

드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테스트가 수행

되는 CI환경에는 이러한 코드 분석이 빠른 결함 발견에 

병목 이 될 수 있어 새로운 회귀 테스트 방법이 필요

하다. 이를 해, 과거 테스트 수행 이력을 이용한 비용

효율  회귀 테스트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1-5].

기존 CI 환경에서의 비용효율  회귀 테스트 기술 연

구는 각 테스트 실패에 한 심도를 구분하지 않았지

만, CI 환경에서 테스트에 한 최신 연구에서는 각 테

스트 실패에 한 심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6,7]. 그리고 CI 환경에서 이러한 심도를 고려한 

비용효율  회귀테스트 연구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테스트 수행 이력을 기반으로 하는 

두 가지 테스트 이스 실행순서 결정 기술(Test Case 

Prioritization, TCP)을 세 개의 산업체 로젝트에 

용하여 각 기술의 비용효율성을 측정하 다. 그리고 CI 

환경에서 각 테스트 실패에 한 심도가 왜 달라지는

지 설명하고, 이를 고려하여 실험하 다.

본 연구의 기여 은 첫 번째로 CI 환경에서 개발 

인 산업체 로젝트에 TCP 기술을 용한 이다. 두 

번째로 테스트 실패의 심도를 고려했을 때, 최신 

TCP 기술의 비용효율성이 달라짐을 보이고, 개선필요

성을 시사한 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사용하는 테스트 이스 실행 순서 결정 기술을 소

개한다. 3장에서는 CI 환경에서의 테스트 실패 심도에 

해서 논의하고,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행한 실험 

 실험결과에 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한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테스트 이스 실행 순서 결정 기술

테스트 이스 실행 순서에 따라 개발자가 테스트 실

패에 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피드백

을 받는 시간이 늦어지면 그 다음 개발 단계(디버그, 배

포)가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테스트 이스 실행 순서 

결정기술을 사용하여 각 테스트의 실행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삼성 타이젠(Tizen) C 

API에 해 2017년 8월 22일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여 

테스트 스 트(test suite) 실행 순서를 결정하는 것의 

효용성을 살펴보았다.1) 그림 1은 테스트 스 트의 원래 

실행 순서(빨간색, original)와 실패 테스트를 먼  발견

하도록 실행 순서를 바꾸었을 때( 란색, optimal)의 실

패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보여 다. 각 테스트 실패에 

해 피드백을 받는 시간 차이를 비교했을 때, 최소 1.19, 

최  8.74시간 빠르게 테스트 실패에 한 피드백을 받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테스트 스 트(테

스트 이스)를 실행할 때, 테스트 스 트(테스트 이

스)의 우선순 를 매기는 것은 개발자에게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첫 번째 TCP 기술은 각 테스트 

이스의 과거 실패 빈도를 추 하여 과거에 가장 많이

그림 1 테스트 실행 순서에 따른 테스트 실패 발견 시

간의 차이

Fig. 1 Difference in failure detection time for different 

test execution orders

1) 테스트 이스 실행 순서 결정 기술을 테스트 스 트에도 용가능하다. 

테스트 스 트에 포함된 테스트 이스가 하나 이상 실패하면 해당 테스

트 스 트는 실패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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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테스트 이스를 우선 으로 실행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과거에 많이 실패한 테스트 이스가 미래

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정에 기반하

고 있다. 이 가정은 이  비용효율  회귀 테스트 방법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다[1-3,5].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번째 TCP 기술은 도우

(window) 기반 기술[2]로 테스트 이스가 세 가지 기  

 하나를 만족하면 다른 테스트 이스 보다 먼  실행

된다: 1) 테스트 이스가 실패 도우 내에 있는 경우, 

2) 테스트 이스가 실행 도우 밖에 있는 경우, 3) 새

로운 테스트 이스일 경우. 실패 도우와 실행 도우

는 시간 는 회귀 테스트 수행 횟수(테스트 사이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 사이클을 사용한다. 

를 들어, 실패 도우  실행 도우가 7일 때, 어떤 테

스트 이스가 최근 7번의 회귀 테스트  실패 이력이 

있으면 첫 번째 기 을 만족하고, 최근 7번의 회귀 테스

트에서 실행되지 않았으면 두 번째 기 을 만족한다.

3. CI 환경에서 테스트 실패에 한 심도

CI 환경에서 테스트 사이클 마다 각 테스트 이스는 

“성공”, “실패”, “에러” 상태  하나를 가진다. 성공은 

테스트 이스 수행  실패나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상

태를 의미하고, “실패”는 테스트 이스의 단언(assertion) 

코드  반되는 경우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

고 “에러”는 컴 일 에러나 외 등의 단언 코드 반 

이외의 문제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테스트 사이클

에 따라 각 테스트의 상태는 바뀔 수 있다. 그림 2는 각 

테스트 이스의 상태와 환을 보여 다. 특히, 테스트 

이스가 실패 상태로 바 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1) 성공 → 실패, 2) 실패 → 실패, 3) 에러 → 실패. "성

공 → 실패"의 경우, 코드 변경 후, 새로운 결함이 발생

하 을 수 있으므로 개발자가 심을 갖게 된다[6]. 반

면, "실패 → 실패"의 경우, 개발자가 이미 해당 테스트 

실패를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고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고, 해당 테스트 실패와 련이 없는 변경사항으로 인

그림 2 테스트 이스의 상태와 환([7]의 Fig. 2를 참고)

Fig. 2 States of a test case and transitions

해 테스트가 수행되었을 수 있다[7]. 이 경우, 해당 테스

트 실패에 한 개발자의 심은 낮을 것이다. 우리는 

실험에서 이러한 개발자의 심을 실패에 한 심도

로 정의하여, "실패 → 실패"의 경우에 해당하는 테스트 

이스의 심도를 다른 실패 테스트 이스보다 낮게 

함으로써 테스트 실패에 한 심도에 따른 각 TCP 

기술의 비용효율성을 측정하 다.

4. 실 험

본 연구는 2장에서 소개한 과거 실패 빈도 기반 TCP

와 도우 기반 TCP 기술을 사용하고, 3장에서 소개한 

실패에 한 심도를 고려하여 각 기술의 비용효율성

을 측정하 다.

TCP 기술을 용할 로젝트로 삼성 타이젠의 세 개

의 로젝트(C API, C# API, Web API)를 사용하 다. 

타이젠은 800여개 이상의 코드 장소의 코드를 결합하

여 주기 으로 빌드되는 운 체제로 빌드 후 생성된 이

미지를 기반으로 각 로젝트의 테스트 이스가 실행

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테스트 실행 이력은 2017.07.01

부터 2017.10.23까지 테스트 결과를 포함하며, 각 로

젝트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호 안의 숫자는 각 테스

트 사이클에서의 평균 테스트 스 트와 테스트 실패 수

를 나타낸다.

용한 TCP 기술은 과거 실패 빈도 기반(fail  fre-

quency), 도우 기반(window) 그리고 베이스라인으

로 무작 로 순서를 결정(random)하는 기술이다. 그리

고 순서를 정하지 않았을 때(no ordering)의 비용효율

성도 베이스라인으로 같이 제시하 다.

각 기술의 비용 효율성은 아래 식과 같이 APFDC로 

측정하 다[8].

AFPD   
  ×  

 

  
  ×   

  


  

m은 실패 테스트 스 트의 갯수, n은 테스트 스 트

의 갯수, fi는 i번째 테스트 스 트의 실패 심각도, tj는 

테스트 스 트의 비용, tTFi는 i번째 실패를 유발하는 테

스트 스 트의 실행 순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

부 테스트 스 트만 비용에 한 정보(테스트 수행 시

간)가 있어, 1로 설정하 다. 실패 심각도는 앞서 언

표 1 실험 로젝트 정보

Table 1 Information on the experiment projects

Test

cycle

Test suite

(Mean)

Failed test suite

(Mean)

C API 48 11220 (234) 312 (7)

C# API 53 3608 (68) 273 (5)

Web API 54 7506 (139) 16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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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TCP 기법의 APFDC (각 행은 테스트 실패 심도 이스를, 각 열은 로젝트를 나타냄)

Fig. 3 APFDC for each TCP technique (each row represents an attention-failure case, and each column represents a project)

한 실패에 한 심도로 정의한다. 세 가지 경우로 나

어 실패 심도 값을 정의하 다: 1) 모든 테스트 스

트에 동일한 심도(1)를 주는 경우 (Case 1), 2) 이

 테스트 사이클에서 직  테스트 사이클까지 연속

으로 실패한 횟수(n)만큼 심도를 2의 지수승으로 감

소((1/2)
n
)시키는 경우 (Case 2), 3) 직  테스트 사이클

에서 실패했을 때 심도를 0으로 주는 경우 (Case 3).

그림 3은 실험 결과를 보여 다. 각 열은 각 로젝트

에 한 박스 롯이고, 각 행은 각 테스트 실패에 한 

심도에 따른 박스 롯이다. 실패 심도 Case 1, 2의 

경우 모든 로젝트에 해 fail frequency, window 기

술이 random, no ordering  보다 비용효율성이 높았다. 

그리고 실패 심도를 감소시켰을 때(Case 2, Case 3), 

APFDC의 앙값은 심도가 같은 때(Case 1)보다 낮

아지거나 값 분포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흥미로운 

으로 Case 3의 경우, fail frequency, window 기술의 

APFDC가 random, no ordering의 APFDC와 비슷해졌

다. 이는 fail frequency, window  기술이 직  사이클에 

성공했던 테스트의 실패, 즉 개발자가 심을 가지고 있

는 테스트 실패를 빠르게 발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신 TCP 기술이 테스트 실패에 한 

심도를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실험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한 분석 내용  결과를 

보여 다. 이를 통해 최신 TCP 기술이 CI 환경의 비용

효율 인 회귀 테스트를 해 개선되어야 할 을 시사

한다. 첫 번째로 우리는 Case 2, Case 3일 때, fail 

frequency와 window 기술의 비용 효율성이 낮아지는 

상에 한 이유를 분석하 고, 두 번째로 우리는 상

으로 최신 기술인 window  기술의 비용 효율성이 fail 

frequency 기술의 비용 효율성과 유사한 이유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실패 도우의 크기를 다르게 했을 

때, window  기술의 비용 효율성 변화를 찰하 다.

5.1 Case 2, Case 3일 때 TCP 기술의 비용효율성이 

낮아지는 상 원인 분석

4장 실험 결과에서 Case 2, Case 3일 경우, fail fre-

quency  window 기술의 비용 효율성이 낮아지는 

상에 한 이유를 악하기 해 우리는 체 사이클의 

실패 테스트 스 트 이력을 분석하 다.

표 2의 첫 번째 열은 각 로젝트의 이름을 의미하고, 

두 번째 열은 체 사이클에서 실패 테스트 스 트의 

수를 의미한다. 세 번째 열은 실패 테스트 스 트 , 

직  사이클 실패 이력이 있는 테스트 스 트 수를 의

미한다. 네 번째 열은 첫 번째 열의 값 비 두 번째 열

의 비율이다.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50% 이상의 실패 

테스트 스 트가 직  사이클에 실패 이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fail frequency와 window 기술은 과거 테

표 2 체 사이클에서 실패 테스트 스 트 수, 실패 테스

트 스 트 , 직  사이클에서 실패 이력이 있는 

테스트 스 트 수  그 비율

Table 2 Number of failed test suites in all the cycles and 

test suites that failed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cycle among the failed test suites, and their ratio

Failed test

suite

Failed test suite that 

failed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cycle

Ratio

C API 312 167 54 %

C# API 273 185 68 %

Web API 186 147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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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수행 이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직  사이클 

실패 이력이 있는 실패 테스트 스 트를 우선 으로 실

행할 가능성이 높다. 실험 상의 경우 직  사이클 실

패 이력이 있는 실패 테스트 스 트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실패 심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비용효율

성을 보 지만, 실패 심도를 달리할 경우에는 비용효

율성이 떨어졌다.

5.2 Fail frequency 기반, Winodw 기반 TCP 기술

의 유사한 비용 효율성 원인 분석

두 번째로 우리는 window 기반 기술의 비용 효율성

이 단순한 fail frequency 기반 기술의 비용 효율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를 분석하 다. 이를 해, 

우리는 2장에서 소개한 window 기반 기술의 세 가지 

기 에 해 실험 상의 테스트 스 트가 얼마큼 만족

하 는지를 분석하 다.

표 3은 체 사이클의 테스트 스 트 , window  기

술의 각 기 이 얼마큼 만족하 는지 보여 다. 표의 각 

열은 각 기 을 만족하는 테스트 스 트 개수를 의미한

다. 실패 도우 기 을 만족하는 테스트 스 트 개수는 

많은 반면, 다른 두 기 을 만족하는 테스트 스 트는 

매우 음을 알 수 있다. 실행 도우를 만족하는 테스

트 스 트가 거의 없는 이유는 Tizen CI 환경의 테스트 

방법에 기인한다. Tizen CI 환경은 각 사이클에 모든 

테스트 스 트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반면, window  기

술을 제안한 논문에서는 사이클 내의 커 과 련된 테

스트 스 트를 실행한다[1]. fail frequency  방법과 실패 

도우 기 은 ‘과거 실패한 테스트 스 트가 다시 실패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같은 가정에 기반한 방법이고, 

winodw 기술의 기 2와 기 3이 테스트 스 트 실행 

순서 결정에 미친 향이 기 때문에, fail frequency와 

widnow 기술의 비용 효율성이 유사하게 나온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5.3 실패 도우 크기 변화에 따른 TCP 기술의 비용

효율성 차이 분석

표 4는 실패 도우 크기를 다르게 했을 경우, Window 

기술의 평균 비용효율성을 보여 다. 호 안의 숫자는

표 3 체 사이클에서 도우 기술의 각 기 을 만족하는 

테스트 스 트의 개수

Table 3 Number of test suites that meet each criterion 

of the window technique in all the cycles

Criterion 1:

Failure

window

Criterion 2:

Execution

window

Criterion 3:

New test

suite

C API 1035 0 9

C# API 576 1 22

Web API 395 0 0

표 4 실패 도우 크기에 따른 APFDC 평균  표 편차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PFDC values 

according to the failure-window size

Size of failure 

window
C API C# API Web API

2 76.20 (19.88) 80.09 (14.44) 83.52 (18.98)

3 77.27 (19.22) 80.76 (14.17) 86.79 (16.24)

4 77.81 (19.05) 81.02 (13.49) 88.89 (15.74)

5 78.43 (18.67) 80.75 (13.44) 89.42 (15.78)

6 78.67 (18.34) 81.20 (12.69) 89.69 (15.38)

7 78.61 (18.40) 80.63 (12.40) 89.50 (15.41)

8 79.43 (16.74) 80.09 (11.61) 89.31 (15.45)

9 79.99 (16.82) 79.82 (11.46) 89.85 (14.40)

10 79.68 (16.72) 79.29 (11.43) 90.11 (14.25)

11 79.44 (16.69) 79.17 (10.97) 90.22 (13.72)

12 79.26 (16.81) 79.28 (10.94) 90.06 (13.79)

13 79.14 (16.83) 78.75 (11.13) 89.91 (13.79)

14 78.90 (16.73) 78.92 (11.36) 90.03 (13.82)

표 편차를 의미한다. 세 로젝트 모두, 실패 도우 

크기 증가에 따라 평균 비용효율성이 근소하게 변경되

고, 표 편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C 

API와 Web API는 실패 도우 크기가 커짐에 따라 

평균 비용효율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험 분석  결과 5.1, 5.2와 5.3을 통해 우리는 아래

와 같은 을 알 수 있었다.

기존 TCP 기술이 실패 심도가 높은 테스트 이스

를 우선 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실험 

분석  결과 5.1)

각 CI 환경에서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TCP 기술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TCP 기술 선

택을 할 때 테스트 수행 방법을 고려해야 함 (실험 분

석  결과 5.2)

Window 기술의 실패 도우 크기 변화에 따라 비용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CI 환경마다 최 의 

도우 크기를 정하기 한 방법이 필요함 (실험 분석 

 결과 5.3)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I 환경에서 테스트 실패에 한 심

도를 다르게 하여 TCP 기술에 한 비용효율성을 측정

하 다. 세 개의 산업체 로젝트에 한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실패 심도에 따라 기존의 TCP 기술의 비용

효율성이 달라짐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CI 환경에서 

TCP 기술이 개발자에게 더 유용해지려면 연속 인 테

스트 실패가 왜 나타났는지를 고려하고 심도가 높은 

테스트 실패를 우선 으로 실행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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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로 변경 코드의 정보를 활용하여 테스트 실

패가 변경 코드와 련이 있는지를 악하여 악한 정

보를 TCP 기술에 반 할 계획이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요인으로 가끔씩 실패하는 테스트 

이스(flaky test case)가 테스트 실행순서에서 높은 

우선순 를 갖지 않도록, 같은 버 에 해 여러 번 테

스트를 수행한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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