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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사는 지난해 말 수천여 명의 고객에게 약정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청구했다. 이 회사 금융전산망에 실린 소프트웨어(SW)가 말썽을 부려 빚어진 일이다. A사는 이 사실을 감춘 채

30여억원을 들여 일주일 동안 전산시스템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SW 에러를 끝내 찾지 못했다. 이 회사 한 직원은 "회사 이미지가 떨어질까봐 선의의 피해자에게 몰래 보상해 입막음을 했지만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정보기기는 부실 SW의 후폭풍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휴대용 정보기기를 800억원어치 팔았지만 제품에 쓰인 SW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팔린 제품 대부분이 반품됐다. 우리나라 경제현장 곳곳에 '부실 SW' 비상이 걸렸다. 부실 SW들이 정보기기뿐 아니라 자동차.항공우주.금융.유통 등 전 산업에 쓰이고 있어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정통부의 SW진흥단장은 "개발비용을 줄이려고 제대로 테스트를 하지 않는 SW 업체가 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SW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중앙경제 커버스토리

▪ 미국 Amazon의개발엔지니어그렉린든씨 A / B테스트를반복하여로딩속도가 1초정도늦어지면매출은 10 %정도잃어버린다고발표하였습니다.

▪ 구글또한검색결과의표시에서로딩속도가 0.5 초늦어지면검색수가 20 % 정도감소할것 "이라고말하고있습니다. 페이지로딩이 2 초지연에사용자의

요구가 2 %줄었고, 3.75 %의클릭이손실되고전체만족도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 Microsoft는 2 초응답시간의저하는사용자 1 인당 4.3 %의매출저하된다고분석하고있으며, AOL에따르면로딩속도가빠른페이지를제공하면방문 1 회당

페이지뷰가 50 %증가한다고분석하고있습니다.

▪ Shopzilla에 따르면페이지로딩을 7 초에서 2 초로단축한결과, 매출이 7 ~ 12 % 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Aberdeen Group의조사에서는페이지로딩이

1초늦어지면전환은 7 %로떨어지고, 페이지뷰는 11 %떨어져결국사용자만족도는 16 %감소한다는결과를발표하였습니다.

제안개요 `IT 한국` 발목 잡는 부실 SW - 보험금 과다 청구에 무더기 반품사태도 일으켜



CheckMATE는서비스의기능이원활하게수행될수있도록대상서비스를간단히레코딩, 기능수행및결과검증을자동으로수행하여어플리케이션

및서비스의오류를검출하고, 반복테스트를자동화하여지속적으로품질을개선하도록지원합니다.

- 동일한스크립트로크로스브라우징테스트제공

- 서비스의정상기동여부실시간모니터링

- 사용자측면에서의장애및성능저하원인상세분석

- 결함관리와계정관리로오류에대한이력관리제공

- 자동테스트수행으로생산성향상(비용절감)

- 정확한테스트수행으로오류검출기회증가

- 자동화된오류관리로어플리케이션품질향상

- 반복 테스트를 수작업 수행하여 생산성 저하 및

오류반복

- 소스변경및기능추가에따른반복(회기)테스트

비용증가및결함증가

- 다양한국내UI환경에대한자동화테스트부족

- 기능 검증은 완료 되었지만 성능 검증은 완료된

기능에대하여연계분석이어려움

AS-IS CHECKMATE



- 실제 Device를 통한 모니터링 통해 서버 측 관점이 아닌 실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영향과 그 근본 원인을 연결하고 영향을 받는 서비스 수준

계약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Point 실 Device 통한 사용자 경험

트랜잭션 상세분석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 및 성능
문제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
니다.

CheckMATE Agent

다양한 사용자 그룹별 반응 시간 비
교(예: Android 장치 및 iPhone, PC 
비교)

(Mobile 버전)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각종 계좌조회 등 실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궁극적인 측정 기준인 최종 사용자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Point 금융권 보안사이트 검증

보안 사이트 검증

PC,Mobile 공인인증서 등의 보
안사이트 비즈니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위치 별 서비스 검증

지역별로 위치한 Agent를 통해 서비
스 가용성에 대한 가시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CheckMATE Agent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알림 수신
사용자 만족도를 성능 및 비즈
니스 메트릭에 매핑

(Mobile 버전)



- CheckMATE 예약 기능을 이용하여, 주요 트랜잭션에 대해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예약된 수행을 통해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할 수 있습니다.

Point 주요 트랜잭션에 대한 주기적 상시 검증

시나리오 상시 모니터링

24x7 예약된 모니터링을 통해 우
선적으로 최적화 해야 할 부분을
효과적으로 파악 가능 합니다.

성능 지속개선

사이트 성능이 개선/악화되고 있는지, 
안정/불안정한지, 최신 릴리스가 성능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



-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 측정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영향과 그 근본 원인을 연결하고 영향을 받는 서비스 수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얼마만큼의 사용자가 느린 응답 시간을 겪으며, 유쾌할 정도로 빠른 페이지 로드와 좌절이 느껴질 정도로 느린 페이지 로드 사이의 사용자 분포를 파악

드래그 하여 응답속도, 오류 상세 정보 모니터링

Point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수집



- 월/일/시간 별 통계 데이터 제공

- 오류 건수 및 응답시간(평균, 최대) 데이터 제공

Point 통계 분석



- 이미지 패턴 매칭 방식으로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 서비스 대상 : Windows, Web, C/S, 동영상, X-Platform, ActiveX 및 제약이 없음

Point 스크립트 작성

단축키 및 Image Capture 버튼으로 스크립트 작성

PC버전
모바일버전



시나리오 생성 및 계획을 작성하여 스크립트와 Agent(Control PC) 연결하고
Agent별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수행내역을 확인

-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해당 시나리오를 계획에 따라 수행 - Manager는 반복 회수 및 기간을 설정하고, 스크립트를 수행

- 기능 검증 자동화 및 모니터링

Point 시나리오 수행



- 요청및응답에대한전문테스트수행 - 요청전문데이터는테스트데이터변수처리가능

- 응답전문형식및데이터에대한검증 - UI 기반의테스트와연계하여테스트가능

Point 전문 테스트 수행 및 검증

요청 및 응답에 대한 전문 결과와 오류 원인을 도출

오류 코드인 404,500 등 상세분석이 가능하며, 구간별
성능 수치를 제공



- 로그인 및 결함 관리를 위한 계정 설정기능 제공

Point 계정 관리



- 테스트 수행에 실패한 이벤트는 자동으로 등록되어 결함관리를 수행

Point 결함 관리



✓ Android, IOS 기반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CheckMATE

BSM과 동일한 역할 수행

✓ CheckMATE BSM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하나의

Manager에서 통합 관리

CheckMATE BSM for Mobile(별도)

Business Service Monitoring

Manager에 시나리오 생성 및 계획을 작성하여 스크립트와

Agent(Control PC) 연결하고 Agent별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수

행내역을 확인

CheckMATE BSM

✓ Android, IOS 기반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CheckMATE와 동일한 역할 수행

✓ CheckMATE for Mobile Agent PC 한대에 약 20대 ~ 

30대 Mobile 단말기 테스트 동시 수행 가능

CheckMATE for Mobile (별도)

Unit Test를 위한 용도로 이미지 패턴+오브젝트 매칭 방

식으로 매우 손쉽게 사용이 가능

CheckMATE



CheckMATE Manager Server

Client View Manager

CheckMATE UI CheckMATE Agent

Agent

✓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 테스트 시나리오 생성

✓ View 화면 : HTML5 기반

✓ 실시간 오류정보, 응답시간 모니터링

✓ 다양한 통계 분석

✓ 계정 / 일정 관리

✓ 실패된 이벤트의 결함 관리

✓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수집, 가공

✓ 통계 데이터 생성, 보관, 분석

✓ 컨트롤러에 의해 각 Agent별 Script정보 저장

✓ 환경 : Tocat, Maria DB

✓ 사양 : i5 Quad Core, 8G Memory, 500G Disk 

✓ 테스트 수행

✓ 시나리오 테스트 수행 후 스크립트 파일 수집

✓ Mobile 환경 : Android, IOS(Mobile 버전)



Dashboard

서비스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 브라우저 수행 시간

• 자바스크립트 수행 시간

• 웹 페이지 구성 URI별 수행 시간

Target Service

서비스 요청 (가상 사용자)

서비스 응답 (서비스 모니터링 데이터)

CheckMATE Manager



• UI 수행 시간

• 어플리케이션 메소드/스레드 수행 시간

• 네트워크 수행 시간

장애 경보 발송 (SMS/e-mail)

CheckMATE
Agent

[단말 클라우드]

운용자/서비스 모니터링
운용자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 배포

서비스 모니터링 데이터

결함관리

테스트 스크립트
배포

…

…

테스트 스크립트 배포

CheckMATE Agent 
(Mobile 버전)

모바일 디바이스

• 기능별 수행 시간

• 모바일 디바이스의 리소스 모니터링

• 기능의 성공/실패 여부 자동 검증

• 수동 테스트 시 미러링 제공

• 공인인증서 및 캡처 방지 적용 앱 완벽 적용 가능

• 실시간 원격 제품보다 빠른 화면 갱신 속도

CheckMATE는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품질 및 장애 분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Point



• 비표준 GUI 환경에서도 정교한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 오브젝트 인식으로 인한 비정형데이터 테스트 및 검증

• S/W, HW 조작 없이 테스트 가능

• 하나의 스크립트로 OS와 해상도가 다른 다양한 테스트

테스트 자동화로
테스트 생산성 향상

정확하고 빠른
테스트 /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 비표준 GUI 환경이란?
- Web, Win32 control, Flash, X-Internet, ActiveX 등

• 응답URL Header 및 Body에서 변수화가 가능하여 테스
트 결과에 대한 자동 판정

• 디바이스의 성능 모니터링 및 실시간 차트 제공

• 오류 및 실패 항목은 자동으로 결함관리 목록으로 분리

• 다수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동시 테스트 가능

• 한대의 Agent PC에서 20~30여대 모바일 단말기 지원

• 실시간 화면 갱신 / 매칭 속도(동영상 플레이 테스트 지원)

• 디바이스별 정보 검증 기능으로 제품의 패치 불필요

CheckMATE는 기존 제품들보다 우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테스트환경을 지원합니다.Point

One-Script Multi-Test

별도의 기기 조작 없는 테스트

이미지 및 오브젝트 인식기술

테스트 결과 자동 판정

실시간 처리속도

모바일 미러링 수동 테스트 (Mobile 버전)

대시보드 모니터링

신규 모바일 기기 출시에 따른 패치 불필요
((Mobile 버전)



Point CheckMATE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기능 차별화 / 기대 효과

변수 생성

• Javascript 및 VBScript 언어를 지원함으로써 스크립트의 유연성과 3rd Party 검증이 용이

• 암복호화 지원으로 전문형태의 검증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검증이 가능

• 전문 테스트 및 외부 API 호출 검증 지원

Application의 전문내에서의 모든 정보 변수
화

• 이미지 검증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전문내의 모든 정보를 변수화하여 검증 포인트로 사용 가능함으로서
명확한 테스트 지원

트리형태의 Level 3~5기반의 자동화 보고서
지원

• 차세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L5 기반의 보고서 양식 생성하기 위해 제품내에서
손쉽게 Level 조정 가능

결함 관리
• 별도의 버그관리시스템 필요 없이 제품에 결함관리 기능이 내장되어 제공

• 주기적인 결함관리가 가능하며, 대규모 사이트가 아닌 경우 제품 내 기능으로도 커버



Point CheckMATE는 다양한 환경과 정확한 테스트 수행을 위해 경쟁사 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능 차별화 / 기대 효과

이미지 매칭 + 오브젝트 매칭

• 타사 대비 가능 뛰어난 성능, 가장 정확한 응답시간 측정

• 이미지 매칭 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번들 제품과 연계 없이 단독 제품으로 제공

• Web, C/S, Windows, X-Platform / RIA / Web2.0, 동영상 등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

이벤트 URL 요청/응답의 전문 분석
• 타사 제품은 분해그래프는 제공하지만 요청(Request) 및 응답(Response) 상세 전문 모니터링은 불가

• 전문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 화면 뿐 아니라 주고 받는 데이터의 검증도 가능

통합 Manager • 하나의 Manager에서 PC버전과 Mobile버전을 통합 관리

모든 핫 키 수행
• 모든 하드웨어 키 및 단축키 등을 제공하고, 동시키 스크립트 생성이 가능함으로 스크립트가 타사 제품에
비해 경량해짐

글로벌 예외처리 기능 • 테스트 중 예상치 못한 팝업 및 알람이 발생하였을 경우 테스트 중단 없이 테스트 가능

스크립트 파일 Append 기능
• 단계 및 부서,기능개발 담당자 별 스크립트 Append 기능으로 공통 테스트 관리와 통합 테스트 스크립트 생성
기능 제공

Agent PC의 상태 모니터링 • 테스트 수행 중 PC의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실시간 오류 및 수행상태 확인(CCTV형식)



구분 CheckMATE

스크립트 자동 레코딩 O

좌표 기반 지원 O

오브젝트 방식 지원 O

이미지 인식 O

Component 인식 O

Flex 등 외산 RIA / 플랫폼 지원 O

공인인증서 및 보안 모듈 지원 O

암복호화 처리 지원 O

X-Platform 등 국산 RIA / 플랫폼 지원 O

프로그램 변경 시 유지보수 편의성 O

전문 데이터 바인딩 O

원격 App 설치지원 O

테스트 데이터 교체 바인딩 테스트 O

수행 속도 (성능) 빠름(실시간 속도)

Point 국내외 다수의 제품과 BMT를 통해 우수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 기 도입된 테스트 자동화 제품(Object방식)의 적용불가

• 개발언어 제약 없이 내부 통합단말 업무 테스트 필요

• 소스 배포 및 워밍업 단계의 실 사용자 응답시간 수치 필요

• 개발언어 제약이 없는 테스트로 사내 서비스 중인 업무 대부분을 테스

트 수행 가능

• 수작업으로 수행 했던 테스터 및 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 이미지 및 오브젝트 방식을 혼합 적용하여 Oracle ADF 기반의 서비스

테스트 수행

• 내부 업무인 통합단말(C/S) 서비스 테스트 수행 후 실 사용자 응답시간

수치 분석

• 상세분해 그래프 제공으로 지연 구간 분석

• 워밍업 업무 및 통합테스트 시 검수 진행

활용 목적 실 적용 화면

활용 과정

활용 효과

- 내부 통합단말 서비스 테스트 가능으로 인한 Windows 프로그램의 실 사
용자 응답시간 수치 분석

- 워밍업 / 통합테스트 수행 후 CheckMATE 제품으로 검수 진행

Point 기존 기능테스트 자동화 제품들은 적용이 어려웠던 내/외부시스템의 C/S, Web 등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능테스트 자동화 수행



• 기능 테스트 결과 중 오류로 검출된 이벤트들의 관리가 필요

• 담당자 마다 결함을 관리 하고 수정 되었는지 확인 필요

• Bug Tracking 시스템인 Mantis, JIRA와 연계 필요

• 사용자 정의 기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L5 기반의 결과

레포트 제공 필요

• 검출된 오류 이벤트들은 자동으로 결함관리 목록으로 보여지며, 계정에

따라 위험순위 및 코멘트 첨부 제공

• 결함관리를 하여 담당자가 오류 개선 여부를 한눈에 파악하여, 프로젝트

의 품질을 높임

• Bug Tracking 시스템인 JIRA와 연계 진행 중

• L5 기반의 결과 레포트 제공으로 바로 엑셀파일로 보고 완료

활용 목적 활용 과정 및 효과

실 적용 화면

Point 결함관리 및 L5기반의 결과 레포트 제공



• 보안모듈에서 오브젝트 정보 및 이미지 매칭이 불가하여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

• 보안모듈을 제거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실제 보안모듈이 정상 동작하는지

여부도 검증 필요

• 실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 보안모듈 및 서비스 오류 여부 확인 필요

• CheckMATE Unit Tester의 SetParam 기능으로 브라우저 오브젝트를 직

접 제어 함으로서 기능 검증 수행

• 보안모듈을 제거 하지 않고 실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테스트 함으로서

실 사용자의 객관적인 데이터로 활용 가능

• 프레임워크 부분에서 지연된 부분으로 확인 되어 프레임워크 설정 조정

및 구성 변경 후 동일 스크립트 재 실행 검증 완료

활용 목적 활용 과정 및 효과

실 적용 화면

- 보안모듈 제거가 불가한 상황에서 원활한 테스트 가능

- 보안모듈의 정상 동작 여부 테스트 제공

Point 보안모듈로 이미지 캡처를 지원하지 않아서 기존 제품들로는 테스트가 불가하여 브라우저 오브젝트 파싱 방식으로 테스트 수행



• C/S 프로그램을 WEB으로 전환 하면서 성능 변화 이슈에 대한 측정 불가

• 객관적인 데이터 비교 및 이슈 요청에 대한 상세 분석 필요

• 사용자(브라우저) 측면에서의 오류(404/500) 및 연계시스템 데이터의 정

상기동 여부 확인 필요

• 응답시간의 단계별 분석 필요(사용자 정의 임계수치)

• 스크립트 1회 작성으로 반복테스트 수행하여 평균,최대 응답시간 분석

• 요청에 대한 상세 분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류코드 및 지연 응답시간 분석

• 응답 데이터의 상세 분석으로 404 이미지 15건 수정 및 연계시스템 결과 리

턴 코드 오류 수정

• 느린 응답시간 및 지연 응답시간의 분포현황 및 건수를 제공하여 서비스에

맞는 결과보고 완료

활용 목적 활용 과정 및 효과

실 적용 화면

- 서비스 전환으로 인한 성능 수치 비교 및 오류 정보를 모니터링 함으로서 튜닝
포인트 도출

- 지연 응답시간으로 도출된 대상 어플리케이션으로 집중 튜닝 수행

Point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적용 가능하며, 시간/일/월 별 통계 데이터 제공으로 성능 기초 데이터로 활용



Point 상세분해그래프제공으로구간별문제원인분석이용이하며, 업무스크립트를수행중인장비의리소스점유율모니터링, 가상화
환경에서의리소스점유및수치비교데이터활용

• 실 사용자 체감의 구간 모니터링 수치 필요

• 지연 원인이 네트워크 구간인지 AP 구간인지 분석 필요

• 가상화(VDI) 제품 비교 BMT 검증 도구로 동영상 및 파일 저장 시간, 엑셀

프로그램 수행 시간 확인 필요

• 분해 그래프 및 데이터 제공으로 문제 원인 분석 제공

• 요청에 대한 상세 분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류코드 및 지연 응답시간 분

석

• BMT 검증으로 윈도우 프로그램 수행 속도 측정, 파일 저장 속도, 동영상

체감 속도 측정 등 12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BMT 수행 결과 도출

활용 목적 활용 과정 및 효과

실 적용 화면

- 상세 분해 그래프 제공으로 문제 원인 분석에 용이

- 스크립트 수행 Client PC의 리소스 점유율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