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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Load의주요특징

분석및모니터링

테스트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테스트가 끝나기 전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심층 테스트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API테스트

CI / CD도구및 NeoLoad API용패키지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성능 테스트를 코드로 설계가 용이합니다.

코드가필요없는테스트디자인

규모가 큰 테스트간 테스트 스크립트를 GUI로

구현하여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합니다.

Dynamic Infrastructure

테스트 리소스 설정이 쉽고, 테스트 완료 시 리소스를

자동으로 확보합니다.

리소스예약

날짜 및 기간별로 성능테스트 인프라 (라이선스,

부하생성기, 가상유저 등)을 예약하여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위한 DevOps

개발, QA, 운영및 비즈니스를 팀과 협업하여 테스트

자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업데이트자동화

테스트 스크립트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며,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지원하는WEB & 패키지 Apps Technology

프로토콜 &프레임워크 패키지 애플리케이션

Real-Time Test Results (.mp4)

https://d28h099uturm62.cloudfront.net/wp-content/uploads/2020/01/NeoLoad-2019-Apps-part1.mp4.mp4
https://d28h099uturm62.cloudfront.net/wp-content/uploads/2020/01/NeoLoad-2019-Apps-part1.mp4.mp4


웹애플리케이션성능부하테스트

어떤웹애플리케이션이든성능테스트가가능합니다
-모든 웹 프로토콜 지원 및 모든 RIA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모든웹브라우저의시뮬레이션을지원합니다

-현재및 이전버전의브라우저에대한사전정의된설정을포함합니다.
-사용자정의브라우저설정을추가하는옵션을제공합니다.

재생중인실제 Browser Metric 정보가져오기

-실제브라우저에서작업되는 것처럼완벽한사용자경험을지원합니다.
- Back-End Metric과 상관된렌더링시간과같은 Front-End Metric을 제공합니다.
- Selenium, Tosca과 통합됩니다.

웹애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성능보장

-모바일 장치 시뮬레이션 및 네트워크 가상화를 지원합니다.



모바일애플리케이션성능부하테스트

Mobile Application Performance Test

NeoLoad는 현실적인 모바일 앱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조건, 특정장치 및 지리적 위치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자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테스트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모바일애플리케이션의동작을기록합니다

-모든 장치 또는 에뮬레이터에서 직접 기록합니다 (Record)
-기본, 하이브리드 및 모바일 브라우저 앱들을 기록합니다

Mobile Test – Demo (YOUTUBE)

현실적인네트워크조건에서성능을검증합니다

-대역폭, 대기 시간 및 패킷 손실을 위한 네트워크 가상화를 지원합니다
-신호 강도 및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사전 정의된 피커
-모든 네트워크 프로파일에 대한 SLA 검증을 진행합니다

모든모바일장치또는브라우저시뮬레이션

-현실적인 응답 시간 및 부하를 위한 시뮬레이션 된 장치 및 브라우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치에 대한 사전정의된 설정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정의 장치 설정을 추가하는 옵션을 지원합니다.

실제부하시실제장치및브라우저에서성능보장

-실제 모바일 및 IoT 장치및 브라우저에서 완벽한 최종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렌더링 시간, CPU, 배터리, 메모리 등이해당
- Perfecto, Appium, Selenium 등과 통합됩니다.

https://youtu.be/WNP5EMLaz4I
https://youtu.be/WNP5EMLaz4I


클라우드성능부하테스트

주요클라우드제공업체중하나를선택하십시오

-하나의플랫폼에서모든주요클라우드 제공업체를선택할수있습니다.

부하생성기를 빠르고 안전하게 프로비저닝 합니다

- 부하 생성기가 몇 초 만에 가동됩니다.
- 모든클라우드 부하생성기는 사전구성되어 있습니다
- 방화벽 내부의 안전한 테스트를 위해 IP를예약 할 수 있습니다

Cloud Performance Test

여러 클라우드 제공 업체및 여러 지역에서 On-Demand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용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부하 테스트를
실행하여 앱성능에 대해가장 현실적이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결과를 얻습니다.

Cloud Test – Demo (YOUTUBE)

클라우드테스트로필요한만큼대규모테스트지원

-전세계 70 개이상의 지역에서 테스팅 가능
- 각 Neotys Cloud Platform 위치에 수백 대의 서버를 제공합니다.

㈜인챌베이스 소개 (https://www.neotys.com/partners/inchalbase)

1995년도에 설립된 이후 전문소프트웨어, 솔루션기업 이며 고객 비즈니스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바일 서비스 및 IT 서비스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시스템 통합 운영 및 컨설팅 노하우로 고품질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ttps://youtu.be/wyTXjTx4X0E
https://youtu.be/wyTXjTx4X0E
https://www.neotys.com/partners/inchalb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