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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Enterprise QA2팀

김태주

Notification 서비스
자동화 Test 이야기



다룰 내용

1. 들어가기 전에
2. Notification 서비스?
3. 우리는 자동화 Test를 이렇게 해요!

• API 자동화 Test
• 웹 UI 자동화 Test

4. Notification 서비스의 Test를 자동화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5. 마치며
6. 질문과 답변



들어가기 전에..



이 발표를 들어줬으면 하는 분들

QA Engineer
자동화 Test에 관심 있는 개발자

NHN Cloud 서비스의 자동화 Test가 궁금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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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서비스?



Notification 서비스

알림(메시지)을 보내는 서비스



Notification 서비스

SMS
KakaoTalk Bizmessage
Email
Push



Notification 서비스

주문 관련 메시지

배송 관련 메시지

회원 가입 본인 인증 문자

광고 메시지

이벤트 정보

시스템 장애 알림

결제 관련 메시지

대출 이자 납입 알림

월급 입금 알림

약관 동의 메시지

예약 관련 메시지



Notification 서비스

한 달 10억+ 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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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서비스

고객 서비스
Notification

서비스

발송 후 결과 전달

메시지 발송 요청

API



예) SMS 서비스 API 문서



예) SMS 서비스 웹 콘솔



Notification 서비스

NHN Cloud Notification 서비스



Notification 서비스

NHN Cloud Notification 서비스
많.관.부.



우리는 자동화 Test 이렇게 해요!



Notification 서비스 자동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

• Java
• Maven, Gradle

• REST-assured
• Selenide
• Fest-assert
• Junit5
• Docker
• Jenkins



Notification 서비스 자동화?

API 자동화 Test
웹 UI 자동화 Test



API 자동화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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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Class

CreateTemplate

TemplatesAPI

ListTemplate

SingleTemplate

ModifyTemplate

DeleteTemplate



우리의 노하우

Builder Pattern



우리의 노하우

Builder Pattern
조금 바꿔서,,



API Class – Builder pattern



API Class – Builder pattern

Request Body 필드

Project 객체를 전달하는 생성자

Request Body 필드를 할당하는 Method
(Method Chaining)

Request Body를 생성하는 Method

Builder (HTTP 요청)



API Class – Builder pattern
Request Body 필드

Request Body 생성 Method

API Document



API Class – Builder pattern

Test Class

Method chaining



API Class – Builder pattern

Test Class

HTTP 요청



Test class



웹 UI 자동화 Test



웹 UI 자동화 Test 구조

Production

Beta

Alpha



웹 UI 자동화 Test 구조

Production

Beta Test class

Alpha



웹 UI 자동화 Test 구조

Production

Beta Tes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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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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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Beta Test class Page class

Test base

상속

PropertiesProject
& Login

Alpha

Project 객체
로그인 세션
Page 객체
..

Model 
class



우리의 노하우

Page Object Model Pattern



Page Object Model Pattern?

Page 요소

Page class
Test 시나리오

Test class

판정



+ @

조금 더 효율화!



예시) SMS 서비스 Test case

발송 Test· SMS 발송 후 조회 확인하기
· LMS 발송 후 조회 확인하기
· MMS 발송 후 조회 확인하기
· SMS 예약 발송 후 조회 확인하기
· SMS 국제 발송 후 조회 확인하기
· MMS 발송 후 조회 확인하기
· SMS 인증 메시지 발송 후 조회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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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시나리오 분리

시나리오

행동 절차



POM 예시

발송 Page 요소

발송 Page class

발송 동작

절차

SMS 발송 Test

판정절차

MMS 발송 Test

판정 절차

예약 발송 Test

판정



Page class



Page class

Page 요소 정의

Page open (생성자)

행동 Method (메시지 내용 입력)

행동 Method (메시지 발송)



Model class & Test class

테스트 데이터 선언

데이터를 지정하는 Method

판정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객체
생성

Model class

Test class



Model class & Test class

테스트 데이터 선언

데이터를 지정하는 Method

판정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객체
생성

Model class

Test class



UI 자동화 Test 

절차

Test class

판정

Page 요소

Page class

행동

데이터 Model

Model Class



고민했던 것들..



메시지 실제 수신 확인 자동화



메시지 실제 수신 Test 적용 – Email

RestMail Server
(http://restmail.nhn.com)

GET http://restmail.nhn.com/testmail

testmail@restmail.nhn.com

Jenkins
(Email 발송 Test 수행)



메시지 실제 수신 Test 적용 - SMS

Jenkins
(SMS 발송 Test 수행)

Android Phone
(SMS 전달 앱 설치)

POST https://test_server/sms

https://test_server

GET https://test_server/sms

SMS 전송



메시지 수신자 Checker



수신자 Checker

발송

SMS 발송

발송 Test 들..

인증 메시지 발송

MMS 발송

기타 발송..

…

수신자 Checker

• Test Phone number
• 010-0000 ~ 010-1999
• 빈 문자
• 문자 포함 여부

API class 또는 Page class



웹훅 수신 자동화



웹훅 Test

Jenkins
(웹훅 Event Test 수행)

Notification 서비스

POST https://test_server/webhook

https://test_server

GET https://test_server/webhook

웹훅 요청 발생

웹훅 Event 발생



마치며



앞으로 계획 중인 것들..



앞으로의 계획

• 성능 Test
• Push 서비스도 실제 수신 Test 적용
• 자동화 Test coverage 측정 자동화
• VoC 분석을 통한 사용성 평가



그 외 하고 싶은 이야기



QA 세션

98%

2%

QA 세션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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