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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스템 개발에서 기 테스트는 오류수정 비용을 하게 낮출 수 있으며 이는 SOA기반 서비스 시스템에서도 여 히 요한 요소이다. 그

러나 서비스 시스템을 한 기존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들은 XML 기반 언어를 사용하여 웹서비스에 한정 이라는 한계 을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BPMN에 따라 작성된 비즈니스 로세스 기반으로 서비스 시스템의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을 제시한다. 테

스트 노력을 최소화 하기 해 기존 BPM을 워크 로우의 기본 요소로만 단순화 시킨 S-BPM을 사용한다. 테스트 이스 생성 과정은 목표 

서비스 시스템에 해 S-BPM을 생성하고, 이를 방향성 그래 로 변환 후, 시나리오 검색 알고리즘을 용하여 서비스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메시지의 이동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기법을 용하면 웹서비스에 한정 이지 않으면서도 범용 서비스에 용이 가능한 효율성 

높은 테스트 이스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결과물은 SOA의 비즈니스  지향 특징을 반 한 테스트 이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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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arly test can greatly reduce the cost of error correction for system development. It is still important in SOA based service 

system. However, the existing methods of test case generation for SOA have limitations which are restricted to only web service using 

XML.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test case generation using BPMN-based model reduction for service system. For 

minimizing test effort, an existing BPM is transformed into S-BPM which is composed of basic elements of workflow. The process of 

test case generation starts with making S-BPM concerning the target service system, and transforms the target service system into 

directed graph. And then, we generate several service scenarios applying scenario searching algorithm and extract message moving 

information. Applying this method, we can obtain effective test cases which are even unlimited to web service. This result is the 

generation of test case which is reflected in the business-driven property of S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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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SOA(Service-Oriented Architecture)는 최근 부상한 패

러다임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1]. 특히 발 된 웹서비

스 기술과 목되면서 경쟁력을 극 화하기 해 빠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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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민첩성을 목표로 하는 실시간 기업(Real Time 

Enterprise)에게 가장 합한 정보기술 아키텍처로서 각 받

고 있다[2]. SOA는 통 인 개발방법과 여러 차이 을 보

인다. CBD(Component-Based Development) 방법론이나 객

체지향 방법론에서는 데이터 흐름이 심이며, 각 방법론의 

기  단 인 컴포 트나 객체는 상태(State)를 가지고 있어 

입력에 의해 변화된다. 따라서 테스트 이스 생성을 해

서 FSM(Finite State Machine)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반면 

SOA는 느슨한 결합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데이터가 아닌 

메시지 교환 심의 아키텍처를 가진다. 한 SOA의 기본 

단 가 되는 서비스(Service)는 상태가 없으므로[3] 기존에 

사용하던 FSM의 용이 어려운바, 이를 해결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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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에 합한 새로운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4]

테스트는 소 트웨어 공학에 있어 비용과 련하여 요

하게 여겨지는 분야로 이러한 은 SOA에서도 유지되고 있

다[5]. 그러나 SOA의 특징으로 인하여 고  방법론에서의 

테스트와 차이 이 발생한다. 특히 기존 방법론은 코드 

심의 개발자  테스트 다면 SOA에서의 테스트는 비즈

니스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SOA의 논리 단 인 

서비스는 사용자의 입력과 컨텍스트에 따라서 동 으로 재

조합되며, 복합 서비스로써 사용자의 이익을 창출한다. 이러

한 서비스들이 모여 하나의 서비스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 

단 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해 진다. 시스템 테스트는 

Use-Case나 다른 시스템 요구 분석의 결과로부터 생성된 

테스트 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모든 요구를 하나의 시

스템으로서 완벽하게 수행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6]

한다. 이 때 “얼마나 많은 테스트 이스가 필요한가” 라는 

물음은 테스트에 있어서 가장 요한 문제이다. 무 은 

테스트 이스는 버그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무 

많은 테스트 이스는 비용소모가 심해진다[7].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은 비즈니스 

로세스를 사용하여 SOA의 특징에 부합하는 테스트 이

스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SOA의 단 인 서비스

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서비스 시스템과 그 시스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나 그 하  단 들 간의 메시지 송을 

테스트 하여 서비스 시스템 내의 재조합이 올바르게 수행되

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시지 이동 정보를 

얻기 해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의 

규칙에 맞추어 생성된 워크 로우 모델인 BPM(Business 

Process Model)을 이용한다. 모든 서비스는 워크 로우로 

나타낼 수 있고, 워크 로우를 통해서 서비스 시스템 내에

서 이동하는 메시지들을 악할 수 있다. 따라서 BPM을 통

해 상태가 없는 서비스 시스템 내부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

다. BPM은 비즈니스 의 요구사항이 표 된 것이므로 

테스트 이스 생성의 입력으로 사용됨으로써 테스트에 비

즈니스 이 직 으로 투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 테스트 이스 생성의 비용 소모를 최소화 하기 해 

기존 BPM 모델을 단순화한다. 이것을 해 워크 로우의 

기본 요소로 이루어진 S-BPM을 제시하고 이를 방향성 그

래 로 변경하여 서비스 단순 경로 그래 를 생성한다. 단

순 경로 그래 를 상으로 서비스의 체 시나리오 검색 

알고리즘을 용하여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 시나리오를 생

성하고 메시지 이동을 추출하여 서비스 테스트 이스를 도

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기법들의 

문제 을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기법들을 이해한다. 

3장에서는 BPMN을 이용한 서비스 시스템의 테스트 이스 

생성기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용 사례를 보이고 5장에

서 제안 기법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안 기법의 신뢰성을 보인다. 마지막 6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계획을 통해 마무리 한다.

2. 련 연구

먼  SOA에서의 테스트 특징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의 

문제 을 살펴본다. 이후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표기법인 

BPMN을 소개한다. 한, 제안 기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사용된 단순 경로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2.1 SOA에서의 테스트 기법

서비스는 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본 

논문은 “서비스는 인간의 삶을 보조함으로써 제공자와 수혜

자를 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사용자 수 의 워크 로우이

다.”[8]라는 정의를 사용하고 이 정의에 따르면 서비스는 워

크 로우로 표 할 수 있다. 한 비즈니스 로세스는 하

나 이상의 비즈니스 서비스로 구성되며 BPM이나 ESB 

(Enterprise Service Bus)에 의해 리 가능하다. 여기서 비

즈니스 서비스는 독립 으로 단  업무 수행, 제공하는 서

비스를 말한다[9]. 의 정의들을 통해 서비스를 BPM으로 

표 하고 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를 기술 으로 구 한 단일 서비

스 혹은 복합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사용자를 한 하나의 

완 할 활동을 의미한다. 완 한 활동이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해당하는 처리를 거쳐 다시 사용자에게 결과를 알려주

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체로서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와 같은 이종 컴

포 트들의 통합으로 시스템이 구성된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원자(Atomic) 서비스나 컴포 트간에 상호작용을 통

해 실행 시간에 동 으로 재구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표 테스트 단 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통 인 개발 방법론들은 분석, 디자인, 구  그리고 테

스트로 이어지는 형 인 개발 방식을 많이 사용해 왔다. 

반면 SOA는 모델링을 거쳐, 컴포 트나 서비스를 합치는 

조립단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테스트

하고, 동작하는 것을 모니터링하여 다시 모델링에 반 하는 

개발 방식을 사용한다[10]. 이때 모델링 단계에서 산출물로 

생성되는 것이 비즈니스 로세스를 나타내는 BPM과 같은 

모델들이다. 한 SOA는 서비스간에 느슨한 결합을 한다는 

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 간에 주고 

받는 메시지가 요시 되며 메시지가 올바르게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SOA에서의 테스트 목   하나가 된다. 반

면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원자 서비스나 컴포 트는 

블랙박스로 간주하여 하나의 부품처럼 사용하여 내부의 동

작은 테스트 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SOA를 한 테스트 기법들은 Data Perturbation

을 이용한 서비스의 종단간 메시지 교환에 집 한 연구[11], 

WSDL명세서 기반의 테스트 이스 생성[12], CV&V 

Framework를 통한 복합 서비스 테스트[13], Decision Table

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연구[14]와 

같은 기법들이 존재한다. 기법을 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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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PMN 구성

범 나 테스트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 으로 

XML기반으로 작성된 언어를 통해서 테스트 이스를 생성

한다. 이것은 FSM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는 극복하 지만,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웹서비스로 한정된다는 문제 과 

통 인 개발기법의 소스 코드와 비견되는 XML언어를 입력

으로 사용하여 여 히 개발자  주의 테스트가 되어 

SOA의 특성을 반 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 을 동시에 안고 

있다.

2.2 BPMN

BPMI(Business Process Management Initiative)에서 비

즈니스 로세스 모델에 한 업계표 을 해 만든 것이 

BPMN이다. 재는 OMG(Object Management Group)에 의

해서 리되고 있으며 2009년 1월, 재 버 인 BPMN 1.2

까지 나온 상태이며 본 논문에서는 BPMN 1.1버 을 기

으로 한다. BPMN은 비즈니스 로세스를 올바르게 디자인

하고 엔지니어와 실무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 표

화된 그래픽 표기법을 사용한다. 한, 이 모델 표기법은 

UML의 활동 다이어그램(Activity Diagram)과도 유사한 모

습을 보여 많은 비교가 되지만, 다른 어떠한 비즈니스 로

세스 모델링 표기법보다 강력한 표 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를 구 하는 언어인 BPEL(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로 직 인 변환이 가능하여 

SOA환경에서는 최 의 워크 로우 표 기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10][15][22]. BPMN을 사용하여 표 된 워크 로우 모

델을 BPM(Business Process Model)이라 한다. BPM은 목

표 서비스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동작에 한 비즈니스 

의 요구사항을 표 한다. 작성자의 표  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나 서비스 시스템의 자세한 활동부터 체

인 활동까지 모두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실제 시스템이 BPM

의 표 을 만족한다면 성공 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BPM을 테스트 이스 생성의 기 으로 함으로써 비

즈니스 의 요구사항을 테스트에 투 시킬 수 있으며 시

스템의 목표를 확인하기에 용이해진다.

(그림 1)은 BPMN의 기본 요소  구성을 나타내는 것

[16]으로 흐름객체(Flow Object), 연결객체(Connecting Object), 

스윔 인(Swimlane), 부가객체(Artifact)의 네 가지 구성 요

소를 가지고 표 한다.

각 요소는 다음을 통해 간략히 소개한다. 흐름객체(Flow 

Object)는 로세스에서 특정 행 를 하는 객체이다. 로세

스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거나 로세스의 진행을 조 하는 

Event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Activity, 그리고 로세스의 

흐름을 단하고 결정하는 Gateway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의 (a)는Activity의 표기법 기호이다. (b)는 Activity의 특

수한 경우로 내부에 서  로세스가 있음을 표 한다. (c)

와 (d)는 각각 AND와 XOR Gateway의 표기법 기호이다.

연결객체(Connecting Object)는 로세스의 흐름을 표

하는 객체이다. 흐름객체들을 연결하여 로세스의 진행방

향과 순서를 표 하는 Sequence Flow, 다른 Pool과의 통신

을 표 하는 Message Flow, 로세스의 객체들 간의 연  

상태를 표 하는 Associ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2의 

(e)는 Sequence Flow의 표기법 기호이다.

스윔 인(Swimlane)은 Pool과 Pool안에서 표 되는 Lane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표기를 이용하여 객체들의 역

할이나 조직의 구성단 를 표 한다.

부가객체(Artifact)는 로세스의 흐름정보와는 직 인 

련이 없으나, 로세스의 부가 인 정보를 표기하기 해 

사용한다. 로세스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표

하는 Data Object, 요소들을 묶어주는 Group, BPM에 추가

인 정보를 제공하는 Text Anno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WfMC(Workflow Management Coalition)에서 단

요소인 AND-Split, AND-Join, XOR-Split, XOR-Join과 연

결요소인 Sequence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특정 범

를 반복 수행하는 Cycle 만을 워크 로우의 기본 구성 요

소로 정의하고 있다[17]. BPMN에서는 흐름객체(Flow object)

의 Gateway 에서 AND-Split, AND-Join, XOR-Split, 

XOR-Join의 4 가지가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된다. 연결객체

(Connecting Object) 에서 Sequence Flow가 기본 구성 요

소 Sequence에 해당되며, Cycle은 Sequence Flow만으로 표

이 가능하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기호들은 모두 워크

로우 기본 구성 요소의 BPMN 표기법이다.

(그림 2) 워크 로우의 기본요소에 해당하는 BPMN 요소

2.3 단순 경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S-BPM에 해 서비스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해서 단순 경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기존 단순 경로 자

료 구조  본 논문에서 사용된 DAG, SCC  Next- 

Transition-Tree와 련 알고리즘을 살펴본다. 본 기법은 목

표 서비스 시스템의 S-BPM에서 SCC를 검색하고 DAG를 

표 하여 Next-Transition-Tree를 통해 순환경로를 단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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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IN-DAG 알고리즘

입력. 하나의 소스 s와 여러 개의 말단 간의 DAG인 G’
출력. G’에서 모든 소스-말단 경로 

참고. p(vi) 는 G’에서 모든 vi-말단 경로를 표현 

1. G’의 노드들을 위상 정렬 : s = v0,v1, …, vn-1;
2. for i=n-1, ..., 0
3.      만약 vi가 말단 노드이면 

4.           p(vi) = {Ʌ};/* 경로가 없는 단일 집합*/
5.      아니면 

6.           vi 부터 시작되는 간선을 w1, …, wr라 하면; 

7.           p(vi) =  
r
jU 1= (vi, wj) p(wj);

8. return p(v0) 

(그림 3) 방향성 그래 와 DAG

(그림 4) SCC에서 만들어진 Next-Transition-Tree와 이를 통해 생성된 단순 순환 경로 집합

는 과정을 통해 테스트를 한 효율 인 서비스 시나리오를 

얻는다.

2.3.1 DAG

DAG(Directed Acyclic Graph)란 간선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시작과 끝 정 이 같은 순환 경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래 를 뜻한다[18]. 본 논문에서는 방향성 그래 상

에서 순환 경로를 단순화 시키기 하여 사용되었다. 이는 

순환 경로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로세스에 한 테스트 

이스를 최 화하여 생성하기 함이다. 본 논문에서 DAG

는 BPM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방향성 그래 에 사용된다. 

따라서 DAG의 각 노드는 서비스에서 사용된 여러 개의 컴

포 트들은 나타낸다. 다음은 DAG로부터 체 비순환 경로

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3)의 (b)에 이 알고리즘을 

용하면 비순환 경로 집합 P ={(A1, A2, SCC1, A6), (A1, 

SCC1, A6)}를 얻는다.

2.3.2 SCC

SCC(Strongly Connected Component)는 순환 경로를 가

지고 있는 방향성 그래 에서 DAG를 얻기 해서 탐색해

야 하는 자료구조이다. SCC에서 강연결이란 임의의 방향성 

그래  V(G)에서의 정 의  vi, vj에 하여 vi에서 vj로의 

경로, 그리고 vj에서 vi 로의 경로가 모두 존재 할 때를 말

하고, 방향성 그래 에서 강한 연결 요소는 강연결된 최  

부분 그래 를 말한다. 방향성 그래 에서 SCC를 삭제하면 

DAG가 되는데, (그림 3)의 는 임의의 방향성 그래 에서 

SCC를 찾아낸 것을 (a)에서 보여주고, 그 SCC를 축약하여 

DAG로 만든 것을 (b)에서 보여 다. 

2.3.3 Next-Transition-Tree

Next-Transition-Tree[19]는 단순 순환 경로를 찾기 한 

간단한 자료구조이다. 임의의 방향성 그래 에서 노드 v가 

존재할 때, Next-Transition-Tree T(v)는 노드 v로부터 다

른 노드까지의 모든 비순환 경로를 나타낸다. 이 자료구조

는 그래 에서 어떠한 노드에도 용될 수 있다. 트리구조

에서 v는 루트노드가 되며, v의 자식노드는 v로 부터 시작

되는 방향성 간선을 가지는 모든 노드이다. 일반 으로 어

떠한 노드 u의 자식 노드는 u로부터 시작되는 방향성 간선

을 가지는 모든 노드이다. 하지만 자식 노드가 루트 노드 v

로부터 u까지의 경로에 나타난다면 해당 노드는 트리에 포

함되지 않는다. Next-Transition-Tree 에서 노드는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지만, 트리 경로는 그 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그 특성상 SCC 내에서만 Next- 

Transition-Tree가 나타나며 DAG와 연결된 시작 노드들만

을 기 으로 Next-Transition-Tree를 생성하면 된다. 이 자

료구조를 통해서 단순 순환 경로 집합을 찾을 수 있다. 단

순 순환 경로란 더 이상 작은 순환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

은 최소 부분 경로를 말한다. (그림 4)는 (그림 3) 에서 찾

아낸 SCC에서 시작노드인 A3와 A4에 해당하는 Next- 

Transition-Tree를 생성한 모습으로 해당 트리를 통해 단순 

순환 경로 2개를 찾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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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PMN기반의 모델 단축을 이용한 서비스 시스템의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

3. 서비스 시스템의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

본 장에서는 S-BPM(Simple-BPM)을 이용한 서비스 시

스템의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을 수행 차에 따라서 기

술한다. S-BPM이란 일반 인 BPM을 워크 로우의 기본 

요소로만 단축한 것이다. (그림 5)는 본 기법의 체 로세

스를 IDEF0(Integration Definition for Function Modeling 

0) 표기법에 의해 표 한 것으로 BPMN기반의 모델 단축을 

이용한 서비스 시스템의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의 로세

스이다. 각 활동의 왼쪽 화살표는 입력을 뜻하며, 오른쪽 화

살표는 출력을 뜻한다. 하부 화살표는 해당 로세스에 

향을 미치는 기법을 나타내며 알고리즘, 자료구조, 기존연구 

등이 포함된다.

본 논문은 BPMN 규칙을 수하지만, 메시지 경로 정보 

표  주로 간략하게 작성된 S-BPM을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한다. 먼 , S-BPM을 만들기 해 테스트 목표 

서비스 시스템에 한 BPM을 생성한다. 서비스는 사용자와 

컨텍스트에 따라 다양한 워크 로우를 가질 수 있다. 본 기

법은 이러한 워크 로우를 표 한 BPM을 통해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여 비즈니스 이 테스트 이스 생성에 반

되도록 하고, 메시지 흐름을 심으로 서비스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기 BPM이 생성되면 제시 기법에 따라서 워

크 로우의 기본 요소들만 유지하고 기타 요소들은 단축하

여 S-BPM으로 변환한다. S-BPM은 일부 정보가 단축되었

을 뿐 여 히 BPMN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

기 해서는 BPM에 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새로이 연구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풍부한 알고리즘들을 활용하는 

것이 다양한 안을 제공하고 비용 으로도 유익하므로 

S-BPM을 기반으로 방향성 그래 를 생성한다. 방향성 그

래 에 기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들을 수정 용하여 서비

스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이 서비스 시나리오들은 목표 서

비스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최소한 1 회

씩 방문하면서도 최단거리로 이루어진 효율성 높은 시나리

오들이다. 서비스 시나리오마다 다시 순차 다이어그램을 작

성하고 메시지 이동을 추출하여 최종 으로 서비스 시스템

의 완성된 테스트 이스 집합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

정에 한 세부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스트 목표 서

비스의 범 를 설정하고 BPM 모델화한다. 둘째, 보통의 

BPM을 워크 로우의 기본 요소로만 이루어진 S-BPM으로 

간략화한다. 셋째, 여 히 BPMN의 규칙을 수하는 

S-BPM을 기반으로 방향성 그래 를 생성한다. 넷째, 만들

어진 방향성 그래 에 기존의 자료구조 알고리즘들을 수정 

용하여 효율성 높은 서비스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마지막

으로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테스트 이스를 추출한다. (그림 

5)에서 단계 2의 BPM-to-S-BPM 모델 변환과 단계 3인 

S-BPM기반 서비스 단순 경로 그래  생성이 본 기법의 핵

심 부분이다.

3.1 서비스 범  설정  BPM 모델화(단계 1)

본 단계에서는 테스트 목표 서비스 시스템의 테스트 범

를 결정하고 이에 한 기 BPM 을 작성한다. 테스트의 

목표가 되는 것은 조립 단계 후의 테스트 단계에 치되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목표 서비스 시스템의 워크 로우는 검

증이 완료되어 오류가 없는 BPM을 사용함을 제로 한다. 

이러한 BPM을 작성하는 방법[10]과 오류를 단하고 수정

하는 기법에 한 연구[16] 역시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SOA 개발방식 기의 모델링 

단계에서 서비스를 식별하고 식별된 시스템의 워크 로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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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N 요소 변환규칙 참고

Flow Object

Gateway

AND Gateway 와

XOR Gateway 의 

조합으로 표 되도록 변환

• 일반 Gateway는 XOR Gateway로 변경

• AND Gateway 와 XOR Gateway는 유지

OR Gateway나 Complex Gateway는 동일 결과를 나타내는 AND 

Gateway 와 XOR Gateway 의 조합으로 변환 

Event None Event로 변환 -

Activity 유지

Connecting 

Object

Sequence Flow 유지 Gateway 변환으로 신규 Sequence Flow 생성 가능 

Message Flow 삭제 -

Association 삭제 -

Swimlane 삭제 -

Artifact 삭제 -

<표 1> BPMN 요소의 S-BPM 변환 규칙

표기한 BPM을 본 기법에서 사용함을 기본으로 한다. 서비

스를 식별하는 것 역시 기존 연구[1]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이다. 만약 시스템의 일부분만을 테스트하기 원할 경우에는 

서  로세스를 단 로 하여 단 별 BPM을 상으로 선

택하면 된다. 앞선 과정을 통해, 요구사항이 테스트의 직

인 단 기 이 되어 비즈니스 이 테스트에 반 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만약 요구사항의 수정이나 컴포

트 조립시의 제한상황으로 인해 기의 BPM이 변경되었을 

경우, 본 단계에서 그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동시에 본 기법에서 사용하는 BPMN 1.1의 표  표기법을 

수하는 것에 유의한다. 

워크 로우의 활동(Activity)은 서비스 내에서 수행되는 

단일 작업을 뜻하며 각 활동들은 최소 Component 수 의 

표 범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BPMN은 활동 내부에 서

 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는 힌 로세스(Collapsed 

Process)를 요소로 가지고 있으며 (그림 1)의 (b)의 기호로 

표 된다. 서  로세스는 동기 , 비동기 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같은 패키지의 범  내에서 선언되어 다른 로세

스로 상속받을 수도 있다. 힌 로세스를 하나의 원자 서

비스로 볼 수 있으며 본 단계에서 서  로세스를 테스트

의 범 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  로세

스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서  로세스로 치환

하고, 반 의 경우에는 힌 로세스를 하나의 활동으로 

취 한다.

3.2 BPM-to-S-BPM 모델 변환(단계2)

기존의 BPMN은 풍부한 워크 로우 표 이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 BPM을 통한 서비스 시스템의 

테스트 이스 생성은 복잡하고 많은 테스트 이스를 생성

하여 효율 이지 않다. 본 논문의 목 인 효율성 높은 테스

트 이스 생성을 해서는 BPMN의 다양한 정보 표 은 

오히려 메시지 흐름 정보 추출을 한 알고리즘의 복잡화를 

가져오는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본 기법에서는 기 

BPM을 경로 정보 손실 없이 최소 표 한 S-BPM(Simple- 

Business Process Model)으로 변환을 한다. 다시 S-BPM을 

기반으로 방향성 그래 를 생성하고 테스트의 시나리오 수

를 이는 알고리즘을 용함으로써 테스트 비용을 일 수 

있다. 이번 을 통해서 S-BPM을 정의를 기술하고, 기 

BPM을 S-BPM으로 변환하는 규칙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  다음은 S-BPM에 한 정의이다.

[정의 1 S-BPM] S-BPM은 서비스 시스템 테스트를 

해 BPMN표기법을 간략화한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이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Activity: 실제로 동작해야 할 일의 단 , Activity는 최

소한 하나의 Component로 이루어짐 

나) Gateway: 워크 로우에서 분기 에서 다음 활동을 결

정하는 지 , 조건에 따라서 다음 활동을 결정하는 

단, AND-Join, AND-Split, XOR-Join, XOR-Split의 종

류가 있음 

A. AND-Join: 둘 이상의 병렬 로세스가 공통 제어 

쓰 드에 모이는 워크 로우 지  

B. AND-Split: 하나의 공통 제어 쓰 드가 동시에 실

행되는 둘 이상의 병렬 로세스로 나 어지는 워

크 로우 지  

C. XOR-Join: 둘 이상의 로세스가 공통 제어 쓰

드에 모여 하나의 로세스 결과만 선택하여 다음 

로세스를 진행하는 워크 로우 지  

D. XOR-Split: 하나의 제어 쓰 드가 다양한 로세

스 분기  다음 활동 선택이 필요할 때 하나를 결

정하는 워크 로우 지  

가) Sequence Flow: 워크 로우 상에서 하나의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진행되는 순서

나) Event: 워크 로우 내에서 특정 조건이 발생, Start, 

Intermediate, End의 세가지로 구성 

본 단계의 변환 규칙은 이  단계를 통해 정제된 목표 

BPM을 S-BPM으로 변환시키게 되며, S-BPM은 BPMN에

서 워크 로우를 이루는 기본 요소인 AND, XOR, Sequence

에 해당되는 요소만으로 구성된 단축된 BPM이다. 다음 

<표 1> 은 그 변환 규칙으로, BPM의 Gateway 요소에 해

당 규칙을 용하여 변환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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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Object는 3가지 요소마다 다른 규칙이 용된다. 

Gateway의 경우 모두 AND와 XOR로만 표 되도록 변환한

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 Gateway는 XOR Gateway로 

변환한다. OR Gateway나 Complex Gateway는 AND와 

XOR간의 조합으로 동일한 정보를 나타내도록 변환한다. 이

것은 차후 방향성 그래  생성시에 규칙을 단순화하기 한 

선행 작업이다. Event들은 동작 조건이 표 되지 않는 None 

Event로 변환한다. 왜냐하면 Event는 워크 로우의 경로의 

조건에 따라서 진행 유무를 표 하는 것이지만 조건 정보는 

테스트 이스 생성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건 정보만 

생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ctivity는 실제로 테스트 이

스의 경로를 나타내는 정보가 되므로 그 로 유지한다. 

Connecting Object는 Sequence Flow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

략하지만 Sequence Flow는 경로 정보를 표 하는 가장 

요한 정보이므로 모든 정보를 유지한다. 단, Gateway들이 

변환되면서 Sequence Flow가 추가될 수 있다. Message 

Flow는 다른 워크 로우와의 메시지 교환 정보이므로 본 

논문의 범 에서 벗어나 생략한다. Association은 계 정보

이며 메시지 경로 정보와는 계가 없으므로 역시 생략한

다. Swimlane은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한 정보를 표 하

지만 메시지 경로에 해당하는 정보는 가지지 않으므로 생략

하고, Artifact 역시 같은 이유로 생략한다. 이러한 규칙을 

통해 변환된 S-BPM은 본 기법에서 핵심이 되는 워크 로

우의 경로 정보를 그 로 유지하며BPMN의 다양한 부가 정

보 표 은 손실되지만 여 히 BPMN의 규칙을 따른다. 

3.3 S-BPM기반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생성(단계 3)

단계 2에서 만들어진 S-BPM은 다양한 정보를 축소하여 

간결해졌으나 방향성 그래 와 같은 일반 인 자료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 최소 개수로 구성되는 최단거리 

경로정보를 뽑아내기 해서는 특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하

다. 이것은 기존의 많은 알고리즘들을 활용할 수 없어 용

의 알고리즘을 추가로 연구하여야 하는 문제 을 야기시킨

다. 따라서 기존의 방향성 그래  알고리즘들을 본 기법에

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S-BPM을 방향성 그래 로 변환한

다. 방향성 그래 는 S-BPM의 경로 정보는 유지하면서 알

고리즘의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노드와 간선만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생성되며 이러한 방향성 그래 를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라 칭한다.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를 생성하기 

해서는 S-BPM의 요소들 각각에 생성 규칙을 용한다. 이 

규칙은 생성 가능한 경로의 개수와 그 경로에서 사용되는 

Activity의 구성은 완 히 유지하면서 방향성 그래 로 만족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소 을 통해서 먼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의 정의를 기술하고, S-BPM을 기반으

로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를 생성하는 규칙을 설명한다.

3.3.1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의 정의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는 S-BPM에서 생성 가능한 모

든 경로의 개수를 유지하고, 그 경로에서 사용되는 Activity

의 구성 역시 동일하도록 만들어진 방향성 그래 이다. 그

러나 S-BPM의 풍부한 표 력 때문에 방향성 그래 에선 

표 이 어려운 정보가 존재하므로 일부 요소들은 유사한 표

으로 체된다. 이러한 요소로는 AND Gateway로 인해 

동기화되어 동시에 동작하는 2 개 이상의 부분 로세스가 

있다. 이러한 동기화 된 경로들을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에서는 하나의 경로에서 순차 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바꾸

어 표 하지만 체 경로에서 동작하는 Activity는 변화하지 

않는다. 다음은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의 정의이다.

[정의 2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 단순 서비스 경로 그

래 는 서비스 시스템의 워크 로우에서 수행 되는 행 , 

진행되는 순서와 방향 정보를 표 하는 방향성 그래 이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Activity: 서비스의 워크 로우에서 수행되는 단일 작

업, 방향성 그래 에서 하나의 노드

나) Sequence Flow: 워크 로우에서 하나의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진행되는 순서, 방향과 연결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의 간선

3.3.2 S-BPM 기반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생성 규칙

이  단계에서 S-BPM으로 변환되면서 남은 BPMN 요

소는 Event, Gateway, Sequence Flow의 3 가지이다. 각 요

소마다 제안 규칙을 용하여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를 

생성한다. 가장 먼  규칙을 용해야 할 요소는 Gateway

로 그래 의 간선과 경로를 가장 크게 변경 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다음 <표 2>는 S-BPM의 BPMN 요소  

Gateway에 하여 선조건과 후조건을 표기하고, 그에 따른 

규칙을 정의한 것이다. 선조건은 해당 BPMN 요소의 직  

로세스 BPM 상태를 나타내며, 후조건은 해당 BPMN 요

소 직후의 BPM의 상태를 나타내고 이에 따라 생성 규칙이 

결정된다. 활동이란 BPMN에서의 Activity이며, 경로란 활

동과 Sequence Flow로 이루어진 워크 로우의 부분 집합이

다. 한 Gateway의 , 후에 생되는 경로들은 2개 이상

이 될 수 있으며, 경로가 늘어나더라도 <표 2>의 규칙을 반

복 용하여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XOR-Split은 선조건으로 활동 A가 있고, Gateway를 통

과하여 후조건인 경로 B나 경로C 에 하나의 경로만 선택

하여 진행되는 사례로써 체 경로 개수를 후조건 경로의 

개수만큼 늘어나게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방향성 그래 에

서도 이러한 특성을 그 로 반 하기 해, BPM에서 XOR 

Gateway를 제외하고 활동 A에서 경로 B와 경로 C로 이어

주는 2개의 간선을 연결함으로써 방향성 그래 에서 경로 

정보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정보를 표 할 수 있다.

XOR-Join은 선조건으로 경로 A와 경로 B가 Gateway에 

연결되고 이  하나의 처리 결과만 선택하여 후조건인 활동 

C에게 넘겨주는 사례로 XOR-Split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

다. 따라서 방향성 그래  생성시 Gateway는 제외하고, 경

로 A와 경로 B로부터 시작되는 2개의 간선이 활동 C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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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Split
활동 A

경로 B

경로 C
A →[B ⊕ C]

우선순  1

[…]: Sequence Set

→: Next

⊕: XOR

XOR-Join 경로 A

경로 B
활동 C [A ⊕ B] →C

우선순  2

AND-Split 선행 시 
AND-Split 규칙 생략

AND-Split
활동 A

경로 B

경로 C
[A→B→C] 우선순  3

AND-Join 경로 A

경로 B
활동C [A→B→C] 우선순  4

<표 2> S-BPM의 Gateway에 한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생성 규칙

(그림 6)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로 변경 제

결하는 형태로 생성한다. 만약 경로 A와 경로 B의 분기

이 AND-Split일 경우 XOR-Split 변경 규칙을 먼  용한 

후 AND-Split을 생략하는 것으로 규칙 용이 완료된다.

AND-Split은 선조건으로 활동 A가 연결되고 Gateway를 

통과하여 후조건에 경로 B와 경로 C가 동기화 동작하는 사

례로, 방향성 그래 에서 동기화 정보는 표기할 수 없으므

로 수정해야 한다. BPM에서는 두 개의 경로가 동기화 진행

되어도 결국 하나의 시나리오 내에서 진행되므로 방향성 그

래 에서는 이를 단일 경로로 통합하여 생성한다. 해당 과

정을 통해서 경로 B와 경로 C가 동시에 수행되던 표기법이 

경로 B가 수행된 후에 경로 C가 수행되는 모습으로 변하지

만 경로 체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동일하며 순서의 정보만 

변형된다. AND Gateway의 특성상 모든 활동이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변형된 활동들이라 할지라도 해당 활동

이 모두 수행된다면 서비스 시나리오 추출에는 아무런 지장

이 없다. 따라서 경로 B와 경로 C의 우선순 는 어느 쪽을 

먼  선택 하더라도 계가 없으며 표 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한다.

AND-Join의 경우에는 경로 A와 경로 B가 동기화되어 

수행결과가 AND-Join에서 합쳐지게 되고 다음 활동 C가 

진행되는 사례이고 이것은 AND-Split과 유사한 모습을 보

인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방향성 그래 에서는 경로 A가 

수행되고 경로 B가 수행된 후에 활동 C로 넘어가는 형태로 

변경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AND-Join은 AND-Split 뒤에 

사용되게 되므로 AND-Split에 의 규칙을 먼  용한 경

우 AND-Join은 변경할 것이 없이 생략된다.

각 Gateway의 특성상 변형 규칙의 용 순서는 XOR- 

Split, XOR-Join, AND-Split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Join

이 되는 것이 복처리를 이고 규칙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권장된다.

(그림 6)은 의 규칙을 용한 제로 AND-Split과 AND- 

Join이 함께 쓰인 BPM을 (a)에서 보여주고, XOR-Split이 

사용된 BPM을 (b)에서 보여 다. (a)에서는 동기화 로세

스가 2개 있으나 동시에 실행되어 1개의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는 1개의 경로로 생성된다. 

(b)는 XOR-Split 때문에 (A1,A2, A3,A5)와 (A1,A4,A5)로 

진행되는 2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이를 표 하기 해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는 분기 경로를 가지는 형태로 생

성된다. 제를 보면 S-BPM과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는 

형태의 변환은 있으나 시나리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Sequence Flow는 Gateway를 변경하면서 만들어진 새로

운 Sequence Flow를 포함하여 모두 방향성 간선으로 변경

한다. 호칭과 표기법만 변경될 뿐 S-BPM과 동일한 정보를 

표 한다. 

Event는 방향성 그래 에서 나타낼 수 없는 요소로써 규

칙에 따른 표  변환이 필요하다. 다음 <표 3>은 단순 서비

스 경로 그래 로 변경하기 한 Event에 해당하는 요소들

의 규칙으로, 가장 마지막에 용하는 것이 효율 이다. 

Start Event는 BPM에서 시작 이 되는 이벤트로써 사용

자의 직 인 개입이 있는 입력으로 알고리즘에서는 소스 

노드라고 표 되며 Start Event 직후의 활동을 시작지 으

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략한다. 

Intermediate Event는 BPM에서 Start와 End사이에만 

치할 수 있는 이벤트로써 여러 조건에 따라서 로세스 진

행을 지연시키거나 진행시킨다. 두 가지 사례로 사용되어 

Sequence Flow 간에 치하여 이벤트 조건이 만족될 때

까지 로세스를 지연시키는 경우와 Activity에 사용되어 조

건이 만족되면 해당되는 경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지

연 상태는 로세스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본 기법에서는 

언젠가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고, 경로의 개수에는 여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다. Activity에 사용된 경우에는 일종의 

분기 으로 볼 수 있으며 조건이 만족되면 해당 경로가 진

행되기 때문에 Event는 생략하되 다음 활동과 연결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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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PM Event 생성 규칙 참고

Start
1. Start Event 생략

2. Start Event 다음 활동이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에서의 시작 노드가 됨 

Intermediate

1. Sequence Flow 간에 치 

A. Intermediate Event 생략 

B. Intermediate Event 앞의 활동과 뒤의 활동을 Sequence Flow 로 연결

2. Activity에 포함 

A. Intermediate Event 생략 

B. Intermediate Event 를 포함하는 Activity와 다음 활동과의 연결 간선은 

유지

End

1. End Event를 노드로 변경하며 종료 지 임을 표기

2. 각 End 노드마다 Start Event 부터 End Event까지 이어지는 모든 경로로만 

이루어진 그래 를 생성

• End Event 개수만큼의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가 생성 

<표 3> S-BPM의 Event에 한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생성 규칙

(그림 7) 서비스의 체 시나리오 검색 과정

선을 유지하여 경로 정보를 보존한다.

End Event는 BPM에서 종료지 으로 사용되는 이벤트로

써 사용자에게 결과물을 달하며 알고리즘에서는 말단 노

드로 표기된다. 하나의 BPM에는 하나의 Start Event만 존

재하여야 함과 다르게 End Event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종료 지 을 방향성 그래 에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End Event를 노드로 변경하면서 종료 지 임

을 표기한다. 한 그래 의 단순화를 하여 각 종료 노드

마다 시작지 부터 종료지 까지 거칠 수 있는 모든 경로 

집합만을 가지는 그래 를 생성한다. 만약 3개의 End Event

가 있다면 최종 단순 경로 그래 는 3개가 생성되며 이를 

통하여 각 종료지 마다 불필요한 정보를 생략하여 알고리

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본 단계를 통해 기 BPM에서 워크 로우의 경로 정보

는 그 로 보존하면서 기존 알고리즘들을 용할 수 있는 

방향성 그래 인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가 생성된다.

3.4 서비스 시나리오 생성(단계 4)

앞의 단계에서 만들어진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는 비즈

니스 로세스에 따라서 복잡한 경로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순환 경로와 경로 분기의 증가에 따라서 생성 가능한 경로

의 숫자가 기하 수 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로들에

서 최소개수로 구성되는 최단거리 경로들만 뽑아내어 테스

트 이스의 효율을 높이기 하여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활

용한다.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에는 방향성 그래 에 

용이 가능한 많은 기존 알고리즘 에 목 에 따라서 원하

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기법은 앞서 2.3 에

서 언 한 DAG와 Next-Transition-Tree를 사용한 체 경

로 검색 알고리즘을 최소 복 경로 검색 알고리즘으로 수

정하여 용한다. DAG와 Next-Transition-Tree는 함께 사

용되어 순환경로가 존재하는 복잡한 그래 에서 단순한 비

순환 경로를 쉽게 찾아 낼 수 있어 기존 연구들[16,24]에서

도 사용되었다.

다음 (그림 7)은 실제 용할 서비스의 체 시나리오 검

색 알고리즘의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역시 

IDEF0 표기법을 사용하여 왼쪽 화살표가 입력, 오른쪽 화살

표는 출력, 하단 화살표는 련 기법을 표 한다. 진행 과정 

에 앞서 기술한 DAG와 SCC, Next-Transition-Tree가 

사용되며 특히 순환경로와 같은 복잡한 경로를 단순화 하는 

것이 주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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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 PATHS-IN-DAG 알고리즘

입력. 하나의 소스 s와 여러 개의 말단 간의 DAG인 G’

출력. G’에서 모든 소스-말단 경로 

참고. p(vi) 는 G’에서 모든 vi-말단 경로를 표현 

1. TopologicalSort(G’); /* G’ = {v0,v1, …, vn-1} */

2. For i = 0 to n-1 

3.      노드 vi 로 향하는 간선의 시작점인 노드를 w1, …, wr라      

    하면; 

4.      모든 (wj, vi)을 미사용 표시

5. While 모든 (wj, vi)가 사용 상태가 아님 { /* 모든 간선을 최소1번 

사용 */ 

6.      i=n-1

7.      While vi ¹ v0 { 

8.           j ←  1 /* j는 1부터 r 까지 */

9.           While vi ¹ wj  {

10.                if (wj, vi) = 미사용 or j = r then

11.                     p(vi) ←  (wj, vi) + p(vi)

12.                     (wj, vi)에 사용 표기 

13.                     vi ← wj 

14.                else

15.                      j를 1증가 /* 다음 노드로 */

16.                }

17.      }

18.      p(t) ←  p(t) + p(v0) 

19. }

20. return p(t) 

이 알고리즘의 목표는 그래 에서 생성될 수 있는 모든 

간선을 최소한 한번 이상 탐색할 수 있는 완 성과 이런 

을 만족하면서 복을 최소화하여 경로 집합을 생성하는 것

이다. 알고리즘은 크게 4단계로 나  수 있다. 먼  입력인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에서 SCC를 찾는다. 다음에 SCC

를 단축하고 시나리오 검색 알고리즘을 용하여 최소 개수 

비순환 경로 집합을 만든다. 동시에 SCC에서 더 이상 작은 

순환 경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순환 경로를 의미하는 단

순 순환 경로 모두 찾는다. 마지막으로 의 두 집합을 합

침으로 서비스 시나리오 집합을 완성한다.

다음은 기존의 상태 이그래  경로 검색 알고리즘[16]을 

본 기법의 목 에 맞도록 수정한 서비스의 체 시나리오 

검색 알고리즘이다. 

본 알고리즘은 입력으로 앞서 생성된 단순 서비스 경로 

서비스의 전체 시나리오 검색 알고리즘 

입력.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프 집합 G

출력. 전체-범위를 충족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시나리오 집합 S

1. find all SCC in G;

2. For each SCC

3.      For each node x in SCC

4.           if 노드 x 가 DAG와 연결된 시작노드 then 

5.                SCC에 대한 Next-Transition-Tree 생성

6.                C ← search simple cyclic 

paths(Next-Transition-Tree)          

7. G’ ← replace all SCC as 노드Si /* G’는 DAG , i는 각SCC의 

번호*/

8. P’ ←  minimal PATHS-IN-DAG(G’) /* P’는 최소 개수 비순환 

소스-말단 경로 집합 */

9. For P’의 각 경로 p’

10.      For p’의 각 노드 Si

11.           scp← search(SCC에서 Si 전후의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shortest cyclic path) 

12.           p← replace (Si, scp) /* Si 를 scp로 치환 

*/

13. P← collect all p /* P는 비순환 경로 

집합*/

14. While 모든 p가 사용중 & 모든c 가 사용중{/* P와 C의 경로가 

모두 최소1번 이상 사용*/

15. If pj has scp then  /* j 

는 1부터 p의 총 개수 까지*/

16.           While pj has scp  {  /* i 는 1부터 c의 

총 개수 까지*/

17.                If (scp로 시작하는 ci 가 미사용) or (scp로 

시작하는 모든 c 가 사용) then

18.                     replace(scp. scp로 시작하는 ci) /* scp를 

scp로 시작하는 ci 로 치환 */

19.                     ci 를 사용 표기

20.                     pj 를 사용 표기

21.                     집합S에 pj 추가 

22.                     j와 i를 1증가

23.                else

24.                     i를 1증가

25.           }

26.      else

27.           pj 를 사용 표기

28.           j 를 1 증가

29.           집합 S에 pj 추가

30. }

31. return(S) 

그래 를 사용하고, 출력으로 서비스 시나리오 집합을 생성

하며 서비스 시나리오 집합은 본 논문의 목표가 되는 최소

개수로 구성되는 최단거리의 경로를 만족한다. 이러한 결과

를 해서 입력인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G에서 SCC를 

검색하고 SCC에서 Next-Transition-Tree를 생성한다. 다시 

Next-Transition-Tree를 통해서 단순 순환 경로를 찾아내어 

집합 C를 만든다. 다음으로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G에서 

찾아진 SCC를 단축하여 노드로 치환하고 minimal 

PATHS-IN-DAG를 용하여 집합 P’를 얻는다. minimal 

PATHS-IN-DAG는 기존의 PATHS-IN-DAG가 체 경로

를 검색하는 것을 최소개수로 구성되는 최단거리경로만 검

색하도록 수정한 알고리즘이다. 다음은 수정한 최단거리 경

로 검색 알고리즘이다. 집합 P’의 각 경로 p’ 마다 SCC가 

단축된 노드를 다시 SCC에서 단축된 노드의 앞 뒤를 연결

할 수 있는 최단거리 경로 scp를 탐색하여 치환하여 경로 p

를 생성하고 이 게 치환된 경로 p를 모두 모아 집합 P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집합 C와 집합 P를 병합하기 한 과정

을 거치는데 집합 P의 경로와 집합 C의 경로의 복 사용

을 최소화는 것이 이 된다. 병합 시에는 경로 p에서 

scp의 바로 뒤에 scp로 시작하는 경로c를 추가함으로써 병

합 경로 s가 생성되며 모든 c와 p가 한번 이상 사용될 때까

지 의 동작을 반복하여 경로 s의 집합인 S를 얻고 이를 

서비스 시나리오 집합이라 한다.

본 알고리즘은 이  단계에서 생성된 모든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에 용하고 각각 생성된 모든 서비스 시나리오

를 수집하여 체 서비스 시나리오 집합을 얻음으로써 본 

단계를 종료한다. 본 단계를 통해 테스트 목표로 지정된 하

나의 서비스 시스템에서 생성될 수 있는 최소 개수의 최단 

거리 경로가 탐색되며 경로들은 하나의 서비스에서 생성될 



BPMN기반의 모델 단축을 이용한 서비스 시스템의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  605

(그림 8) 용 사례에 사용된 e-mail 투표 비즈니스 로세스의 

BPM

수 있는 많은 경로 에서 최소한의 실행으로 모든 간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경로들이다. 여기서 하나의 간선은 하나

의 활동에서 다른 활동들로 송하는 메시지의 경로를 의미

하고 이 게 탐색된 경로들은 하나의 서비스 시스템에서 나

타나는 최소개수로 구성되는 최단거리 시나리오 집합으로써 

이를 서비스 시나리오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시나리오란 완

성된 소 트웨어가 외형 으로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가

를 입력 조건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낸 것[20]으로, 본 논문

에서는 서비스 시스템을 완성된 소 트웨어로 본다. 시나리

오는 그 자체로 테스트 이스로 사용되기도 하고 형식 인 

표 으로 변환시켜서 테스트 이스를 만들기도 한다[21].

3.5 테스트 이스 생성(단계 5)

앞서 언 한 바에 따르면 단계 4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테

스트 이스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시나리오만으로는 본 논문의 목표인 메시지 이동에 한 표

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단계에서 서비스 시나리오로부터 

메시지 이동 경로를 표 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본 단계는 

기존의 기법을 활용하여 서비스 시나리오마다 UML의 순차 

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의 표기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스템의 순차 다이어그램을 작성한다. 순차 다이어그램의 

각 객체들은 본 기법에서는 컴포 트로 표 되며, 각 객체

간에 주고 받는 이벤트 혹은 메시지는 실제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주고받는 메시지 흐름이 된다. 이러한 표 으로 각 

서비스 시나리오마다 생성한 순차 다이어그램을 서비스 순

차 다이어그램이라 부르며, 각 서비스 순차 다이어그램의 

메시지들을 입력부터 종료 시 까지 나열하여 하나의 집합

을 얻는다. 하나의 집합이 하나의 테스트 이스를 형성한

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 시나리오의 서비스 순차 다이어그

램을 작성하고 메시지 집합을 추출함으로써 목표 서비스 시

스템의 체 서비스 테스트 이스를 얻을 수 있다.

4. 용 사례

본 장에서는 제안 기법의 용 사례를 보여 실제 용 가

능성을 보이고, 제안 기법의 이해를 돕는다. 용 사례에서 

사용된 BPM은 BPMI가 2004년도에 만든 BPMN 1.0버  문

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  하나로 BPMN을 사용하여 만

들어 졌다. (그림 8)의 (a)는 사용된 제 BPM이며 e-mail 

투표를 통해 논쟁 을 해결하기 한 비즈니스 로세스를 

표 한 것이다. 이 로세스는 작지만 상당히 복잡하며 

BPMN의 특징을 나타내기 한 제로 기존 연구[22]에서

도 사용되었다. 무한 반복 가능한 순환 경로와 같은 비즈니

스 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등 형 인 로세스는 아니지

만 BPMN이 복잡하면서도 일반 이지 않은 비즈니스 로

세스까지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시이다[23]. 따라서 본 기법의 용을 보이기

에도 한 사례라 단되며 다음을 통해 제안 기법의 각 

단계별 용 사례를 보인다.

4.1 서비스 범  설정  BPM 모델화 용

SOA 개발에서 모델링 단계에 만들어진 기 BPM인 (그

림8)의 (a)는 BPMN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상당수 표 하

고 있는 복잡한 BPM이다. 해당 BPM은 힌 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혼란이 올 수 있는 경로 분기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8)의 (a)에서 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힌 로세스이며 단계 1에서 서  로세스를 테스트 범

에 넣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반 Activity로 단순화 시킨 것

이 (b)에서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한 (그림 8)의 (a)

에서 실선의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경로 분기 과 

AND-Join이 함께 사용된 부분으로 BPM을 읽는 사람에 따

라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명확히 하기 해 

(b)의 실선의 원 부분과 같이 AND-Split을 추가하여 명확

한 표기로 수정한다.

4.2 BPM-to-S-BPM 모델 변환 용

기 BPM은 경로 정보만 찾아내기엔 단히 복잡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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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생성된 3개의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그림 9) 기 BPM이 변환된 S-BPM

그래 생성된 서비스 시나리오

A 그래 (A1, A2, End)

B 그래
(A1, A2, A3,A4, A5, A6, A7,A 8, A3, A4, A5, A6, A7, A8, A11, A4, A5, A6, A7, A8, A10, A5, A6, A7, A8 End),

(A1, A2, A3,A4, A5, A6, A7,A 8, A9, A3, A4, A5, A6, A7, A8, A9, A11, A4, A5, A6, A7, A8, A9 End)

C 그래
(A1, A2, A3,A4, A5, A6, A7,A 8, A3, A4, A5, A6, A7, A8, A11, A4, A5, A6, A7, A8, A10, A5, End),

(A1, A2, A3,A4, A5, A6, A7,A 8, A9, A3, A4, A5, A6, A7, A8, A9, A11, A4, A5, End)

<표 3> 생성된 서비스 시나리오 집합

S-BPM으로 변경시킨다. (그림 9)는 단계 2를 용하여 

기 BPM이 변환된 S-BPM이다.

S-BPM은 (그림 8)의 (b)에서 보인 기 BPM보다는 단

순해진 모습을 보인다. Message Flow와 Pool과 같은 요소

가 생략 되었고, Event들도 세부 내용이 생략된 None Event

로 표기 되었으며 일반 Gateway는 XOR Gateway로 변경되

었다. 그러나 워크 로우 경로는 기와 완 히 동일한 표

기를 보여 다. 이것은 제 BPM이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

고 있으나 AND와 일반 Gateway만 사용하고 있어 단순한 

Gateway 체와 일부 요소 생략만으로 S-BPM으로의 변경 

과정이 완료 되기 때문이다. 

4.3 S-BPM기반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생성(단계 3)

S-BPM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용될 수 있는 단순 서

비스 경로 그래 를 생성해야 한다. XOR Gateway가 단순

한 분기 이 되고, AND Gateway 부분이 단일 경로로 변경

된다. End Event마다 하나의 단순 서비스 경로 그래 가 나

오기 때문에 시작 부터 각 End Event까지 경로로만 이루

어진 총 3개의 그래 가 생성되며 (그림 10)에서 이를 보여

다.

Activity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편의를 해 단순한 이름

으로 표기하 으며 (그림 9)의 각 Activity의 호 속 이름

을 참조한다. 

4.4 서비스 시나리오 생성 용

의 그래 들에 알고리즘을 용하여 생성되는 서비스 

시나리오는 총 5개로 다음의 <표 3>을 통해 보인다. 에서

부터 (a)는 A 그래 , (b)는 B 그래 , (c)는 C 그래 로 칭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서비스 시나리오는 활동의 

순서 집합으로 표기되며, 이 순서 로 동작하는 경로를 모

두 탐색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메시지 경로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하여 볼 수 있다. 서비스 시나리오가 생성된 후에 서비

스 순차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여 각 컴포 트 사이의 메시지 

이동을 추출하여 메시지의 순차 집합을 생성함으로써 테스

트 이스기 완성된다. 순차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리 알려진 기법이며 기존 연구[4]에서도 사용한 것을 재정

의한 것이므로 해당 용을 보이는 것은 생략한다.

5. 평  가

본 장에서는 제시한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에 해 정

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통해서 그 효율성을 평가한다. 

먼  정량  평가에서 기법을 용하지 않은 일반 BP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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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생성 가능한 시나리오의 개수와 본 기법을 용하여 

생성한 시나리오의 개수를 비교함으로써 비용의 효율성을 

보인다. 다음 정성 인 평가에서는 비교 평가 기 을 작성

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 평가한다.

5.1 생성 가능 시나리오 수의 정량  평가

본 기법은 최  효율의 커버리지(Coverage)를 목표로 한

다. 이것은 서비스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모든 메시지 경로

를 한번 이상 테스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로 집합을 탐색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표가 실 되었는지 확인하기 

하여 본 평가에서는 기법을 용하지 않은 일반 인 

BPM에서 생성될 수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수와 동일 

BPM에 본 기법을 실제 용하여 생성된 서비스 시나리오 

개수를 비교한다. 하나의 서비스 시나리오는 하나의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므로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수 비교만으로도 

테스트 이스 개수를 비교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테스트 이스 생성의 효율

이 증가하 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테스트 비용이 감소함을 

증명한다.

비교를 한 기 은 BPM 경로 복잡도라 명하고 BPM 

경로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른 생성된 시나리오 개수를 비교

한다. BPM 경로 복잡도란 BPM이 생성 가능한 서비스 시

나리오의 개수가 증가될 수 있는 요소들을 얼마나 많이 포

함하고 있는가를 표 하는 척도로써 BPM의 요소  

Gateway와 순환경로가 가장 큰 향을 미친다. Gateway는 

BPM에 다양한 분기 을 만들어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수를 

증가시키며, Gateway  AND-Split과 XOR-Split, 경로 분

기 이 해당된다. Split은 워크 로우의 분기 을 만들어내 

시나리오의 개수를 증가시키지만, Join은 워크 로우의 분기

을 여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수를 늘이지 않으며, 보통 

Split 이후에 생성되므로 BPM 경로 복잡도에서는 제외 시

킨다. 경로 분기 은 일반 으로 Split을 사용하는 것이 옳

지만 사용되었을 경우 Gateway로 간주하며 Split과 같이 복

잡도를 증가 시킨다. BPM 경로 복잡도는 의 요소에서 

생되는 기본 2개의 간선에 1을 증가시키고 추가 간선 마다 

1씩 더 증가한다. 순환경로는 워크 로우에서 이  로세

스로 돌아가도록 하는 회귀간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워크

로우의 실행 횟수를 늘여 시나리오의 개수를 증가시키므

로 회귀간선마다 BPM 경로 복잡도를 1씩 증가시킨다. 따라

서 BPM 경로 복잡도는 AND-Split과 XOR-Split, 경로 분

기 , 그리고 회귀간선의 합으로 정의한다. 다음은 BPM 경

로 복잡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정리한 것이다. 

BPM   복잡도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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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BPM에서 생성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 개수를 산

출할 때 동일한 순환경로는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최  1 회

만 거치는 것을 기 으로 한다. 만약 동일 순환 경로를 2 

회 이상 거칠 수 있도록 할 경우 무한 루 에 빠지거나 과

도한 순환 반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시나리오의 

개수는 기하 수 으로 증가한다. 표본으로 사용된 BPM은 

BPMN 련 사이트와 책자에서 추출한 것으로 모든 BPM을 

표할 수 있는 평균 인 BPM은 아니지만 6개의 표 표

본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BPM에도 제안 기법이 용되고 

효율성이 증가함을 보인다. 6개의 BPM은 다시 두 가지 집

단으로 분류 하 다. 비교 집단 1은 BPM 경로 복잡도가 1, 

2, 4, 8로 2의 배수로 증가되며 BPM 경로 복잡도 증가에 

따른 제안 기법의 효율을 평가한다. BPM 경로 복잡도 1의 

BPM은 비용에 따라 승인 활동이 변하는 로세스이고, 

BPM 경로 복잡도 2의 BPM은 주식 구매 로세스이다. 

BPM 경로 복잡도 4의 BPM은 용사례에 사용한 BPM의 

서  로세스  하나인 Discussion Cycle이다. BPM 경로 

복잡도 8의 BPM은 자원 배치 로세스로써 3개의 End 

Event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비교 집단 2는 8, 9, 10의 높은 BPM 경로 복잡도와 순환

경로까지 포함하는 특징이 있어 복잡한 BPM에 한 제안 

기법의 효율을 평가한다. BPM 경로 복잡도 8의 BPM은 비

교집단 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며, . BPM 경로 복잡도 9

의 BPM은 고객 지원 로세스로 약간의 순환 경로를 가진

다. 특히 BPM 경로 복잡도 10의 BPM은 용사례에서 사

용한 e-mail 투표에 한 BPM으로 단히 복잡한 순환경

로를 가지고 있다. 

평가 결과에서 감소 비율이란 일반 BPM의 서비스 시나

리오 개수에 비하여 제안 기법의 서비스 시나리오 개수가 

얼마나 어지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감소 비율 R은 다

음 공식을 통하여 계산한다.

100*
Sn

PnSnR −
=감소비율

Sn: 일반 BPM으로 도출되는 서

비스 시나리오 개수

Pn: 제안기법으로 도출되는 서

비스 시나리오 개수

다음 <표 4>는 비교 집단 1에 기법을 용하지 않은 경

우 생성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수와 제안 기법으로 

인해 생성되는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수를 비교한 평과 결과

이다. BPM 경로 복잡도와 회귀간선의 수, 그리고 순환경로

에 련된 간선의 수는 각 BPM에 따라서 고유의 수치이며 

일반 BPM 시나리오 개수는 BPM에 제안 기법을 용하지 

않은 경우에 생성 가능한 시나리오 개수, 제안기법 시나리

오 개수는 제안기법을 용하여 생성된 경우의 시나리오 개

수를 의미한다.

비교집합 1의 결과를 볼 때 특히 복잡도가 낮으면서 순환

경로가 없는 경우 제안 기법을 용하여도 효율성 증가가 

미약하다. 그러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제안 기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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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 복잡도 회귀간선수 순환경로 련 간선수 일반 BPM 시나리오 개수 제안기법 시나리오 개수 시나리오 개수 감소 비율

8 3 4 8 3 62.50%

9 2 4 20 4 80.00%

10 4 9 919 5 99.31%

<표 5> 비교 집단 2의 제안 기법 용 결과 평가

(그림 11) 제안 기법 용 결과 평가 그래

BPM 복잡도 회귀간선수 순환경로 련 간선수 일반 BPM 시나리오 개수 제안기법 시나리오 개수 시나리오 개수 감소 비율

1 0 0 2 2 0.00%

2 0 0 3 3 0.00%

4 0 0 4 2 50.00%

8 3 4 8 3 62.50%

<표 4> 비교 집단 1의 제안 기법 용 결과 평가

시나리오 개수 감소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결과

는 BPM이 복잡할수록 제안 기법으로 인한 효율이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5>는 비교 집단 2에 기법을 용하지 않은 경

우, 생성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수와 제안 기법으로 

인해 생성되는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수를 비교한 평과 결과

이다. 특히 비교 집단2는 복잡도가 높으며 회귀간선을 가지

고 있어 무한경로가 생성될 수 있는 복잡한 BPM들이다.

비교집합 2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간선과 그 회귀간선으

로 인해 생성되는 순환경로에 포함되는 간선의 수가 제안 

기법을 용하지 않은 BPM에서 생성 가능한 서비스 시나

리오 개수의 증가에 막 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BPM 경로 복잡도 10의 사례는 순환경로 내부에  

다른 순환경로가 있어 발생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의 경우

의 수가 BPM 경로 복잡도 9에 비해서 기하 수 으로 증

가하 고 경로를 1 회씩만 거칠 경우에도 생성 가능한 시나

리오 개수가 919회 라는 큰 수치가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율과 다르게 제안기법은 시나리오의 개수가 완만한 증

가를 보이고, 시나리오 개수 감소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극

히 복잡한 BPM 일수록 제안 기법으로 인한 효율성이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 을 때 제안 기법은 기법을 용하

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단히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PM이 복잡해지고 순환경로가 많을

수록 그 효율은 에 띄게 높아진다.

(그림 11)는 <표 4>의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낸 것으로 

BPM 경로 복잡도 10에서 격하게 증가하는 서비스 시나

리오 수를 표기하기 하여 세로축인 서비스 시나리오의 개

수를 3의 제곱수로 증가하도록 표기하 다. 가로축은 BPM 

경로 복잡도를 나타낸다.

5.2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정성  평가

기존의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 연구들은 제안 기법과 

상이한 방식과 목표를 지니므로 직 인 정량  평가는 어

렵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정성  평가한다. 다음 <표 6>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 평가 기 의 목록으로써 SOA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요소와 일반 인 테스트 이

스 생성 기법으로써의 평가 요소로 나뉘어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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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 Data Perturbation WSDL Description CV&V Framework Decision Table 제안 기법

SOA

비즈니스  반 1 1 1 1 3

서비스 테스트 가능 유무 3 3 3 3 3

메시지 이동 정보 평가 가능 유무 3 2 2 2 3

사용성

사용의 편의성 2 2 2 3 2

자동화 3 3 3 2 2

용 도메인 범용성 1 1 2 2 3

총 합 13 12 13 13 16

[범례] 3: 우수, 2: 보통, 1: 미흡

<표 7> 기존 연구와의 비교 평가 결과

비교 항목 내용

SOA

비즈니스  반 비즈니스 이 테스트 이스 생성에 향을 미치는가? 

서비스 테스트 가능 유무 SOA의 논리 단 인 서비스나 서비스가 포함된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는가? 

메시지 이동 정보 평가 가능 유무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메시지의 이동 정보를 체크하고 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가? 

사용성

사용의 편의성 해당 기법이 차가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한가?

자동화 해당 기법이 Tool이 지원되어 자동화 구 이 되는가?

용 도메인 범용성 특정 도메인에 한정 이지 않고 다양한 도메인에 용이 가능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표 6> 기존 연구와의 비교 평가 기

SOA를 한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이라면 SOA 특징

을 반 하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3 가지의 평가 기 을 정

하 다. 비즈니스 이 테스트 이스 생성에 향을 미

치는지 여부는 기법의 입력이나 련요소를 통해서 비즈니

스 이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단하기 한 기

이다. 비즈니스 이 기법의 입력이 될 경우엔 우수함, 

련 요소로써 작용하면 보통, 코드형태의 입력만 사용될 

경우 미흡으로 단한다. 서비스나 서비스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두 번째 기 은 상태가 존재하지 

않아 FSM을 용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단하기 한 기 으로 상태에 상  없으며 서비스를 테스

트할 수 있다면 우수함, 상태가 향은 미치지만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면 보통, 서비스에 용은 가능하지만 그 

특성을 무시하고 코드 수 의 테스트가 될 경우 미흡으로 

단한다. 마지막 메시지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평

가할 수 있는가의 기 은 SOA의 느슨한 결합과 동  재조

합을 한 평가 기 으로써 단  테스트보다는 시스템 테스

트 인 요소이며, 시스템 하  단 간에 메시지의 이동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수함, 시스템의 조합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지만 하  단 간의 메시지 이동 정보는 표 할 수 

없다면 보통, 시스템 체를 하나의 단 로 보고 테스트해

야 한다면 미흡으로 평가한다.

일반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으로써 평가는 사용의 편

의성과 효율을 한 자동화, 그리고 범용  사용가능성을 

선택하 다. 사용의 편의성은 해당 기법이 차가 간단하고 

구나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면 우수함, 간편한 

차와 이해가 쉬운 두 가지 요소  한쪽만 만족한다면 보

통, 기법이 복잡하고 문가 수 의 노력이 필요할 경우엔 

미흡으로 단한다. 자동화는 테스트 이스가 Tool이 구

되어 입력에 의해 자동으로 결과가 출력될 수 있다면 우수

함, 알고리즘은 정의되었지만 Tool 이 없다면 보통, 자동화

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정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흡이 된

다. 범용성은 해당 기법이 특정 목 을 가진 도메인에 한정

이지 않고 리 사용이 가능하다면 우수함, 기법의 입력

이나 기법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특정 도메인에만 사용되

는 경우엔 보통, 입력은 물론 기법 자체의 방법도 특정 도

메인에만 한정 일 경우에는 미흡으로 단한다.

제안 기법과의 비교에 사용된 기존 연구들은 기존 SOA 

테스트 이스 기법 4개이다. 각 연구는 편의를 해 각 기

법의 표 키워드를 이름으로 하여 Data Perturbation[11], 

WSDL Description[12], CV&V Framework[13], Decision 

Table[14]이라고 표기한다. <표 7>은 <표 6>의 평가 기

에 따라서 기존 연구와의 비교 평가한 결과를 보여 다.

각 연구에 한 평가 값은 상기 언 한 평가 기 에 맞추

어 제안 기법과의 상  평가를 통해 부여하 다. <표 7>

의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항목  SOA의 특징과 련된 

비즈니스 을 반 한 부분에서는 기존의 SOA 테스트 기

법들은 낮은 수를 보인다. 기존 연구들은 XML 언어 기반

의 소스 코드를 테스트 이스 생성에 사용하여 비즈니스 

을 반 하는 것에 단히 미흡하다. 반면 모두 SOA를 

한 테스트 기법이므로 서비스를 테스트 하는 것은 우수함

을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의 메시지 이동 정보는 다루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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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인 사항이 아니라 보통으로 평가된다. 특히 

Data Perturbation의 경우 우수함으로 정되어 있으나 실제

로 Peer-to-Peer의 두 종단간의 메시지만을 테스트하므로 

복잡한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제안 기법보다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제안 기법은 3가지에 있어 모두 우수하여 기

존 SOA 테스트 기법들의 장 을 유지하면서도 단 을 개선

하여 SOA 환경에 용하기에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일반 인 테스트 이스 기법으로써 기존 연구들은 자동

화 구 이 되어 있어 높은 수를 보이는 반면 용 가능한 

도메인에 한정 인 모습을 보이며 부분 XML 언어를 사

용하지 않는 시스템에는 용이 힘들다. 반면 제안 기법은 

높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법의 용 차가 길어 편

의성이 떨어지고 자동화 Tool 구 이 미흡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체 으로 보았을 때에 총

이 16 으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하여 우수한 편이라 볼 수 

있다. 서비스를 테스트 하는 목 을 유지하면서 메시지 이

동 정보를 평가할 수 있고 비즈니스 을 잘 반 하고 있

다. 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BPMN으로 비즈니스 로세스

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본 기법을 용할 수 있어 

우수한 범용성을 보여 다. 이것은 본 논문의 목표를 잘 반

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 기법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단 

되어 기존의 문제 을 상당히 해결하 다고 볼 수 잇다.

6. 결론  향후 연구

테스트는 유지보수  그 비용과 련하여  요성

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SOA에

서도 여 히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통 인 개

발 방법론과 차이 을 가지고 있어 통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들은 SOA의 특징을 반 하지 못하며, 기존의 

SOA 테스트 기법들은 XML 언어에 한정 인 문제 을 가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OA의 논리 단 인 서비스가 모여서 이

루어진 서비스 시스템에 한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을 

설계하고 이를 하여 BPMN을 따라 작성된 BPM이 축약

된 S-BPM을 사용한다. 이것은 비즈니스 으로 작성된 

BPM이 테스트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어 테스트 역

시 비즈니스 으로 운 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한 

BPM은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가 표기

되므로 동 으로 재결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

비스 시스템의 특성을 테스트하기에 합하다. 그리고 

S-BPM을 기반으로 방향성 그래 인 단순 서비스 경로 그

래 를 생성하고 알고리즘을 용하여 BPM에서 생성되는 

테스트 이스의 개수를 여 비즈니스 에서 운 되는 

SOA에 있어서 더욱 부각되는 비용 감소를 만족한다. 이것

은 최소개수로 구성되는 최단거리 테스트 이스를 만들어 

테스트를 실행하는 시나리오 수를 여 효율성을 높임으로

써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SOA를 한 테스트 이

스 생성 기법들이 XML 기반의 언어들을 사용하여 웹서비

스에 한정 이었다면 비즈니스 로세스를 사용하는 어떠

한 시스템이라도 제안 기법을 용할 수 있어 더욱 범용

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  효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SOA의 특징을 잘 반 하면서도 효율성과 범용

성이 높아 웹서비스 뿐만 아니라 SOC(Service-Oriented 

Computing)를 용한 넓은 범 의 시스템에 사용하기에 

합하다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로그램으로 

구 하여 자동화하고 변환 과정과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용 비용을 더욱 이는 것과 BPMN과 직 인 변환이 되

는 BPEL(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과의 연계

를 통해서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기법의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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