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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automobile industry has shifted to software, the Automotive SPICE standard has been established to ensure 

efficient product development process and quality. In the assessment model, the HIS Scope is the minimum standard 

for small and medium automotive electric companies to meet OEM requirements.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e 

HIS Scope, the output of each process stage that meets the verification criteria of Automotive SPICE must be created. 

In particular, the test phase takes a lot of resources, which is a big burden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ology for creating test cases of software integration test phase based on UML 

sequence diagram, which is a software design phase of Automotive SPICE HIS Scope, by applying behavior model 

based testing method. We also propose a tool chain for automating the creation process. This will reduce the 

resources required to create a test case. 
 

Key Words : Automotive SPICE, HIS Scope, Behavioral Model Based Testing, Test Case generation 

 

 

1. 서  론 

1 

최근의 자동차 산업은 기계가 중심이 되었던 과거의 

추세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

며, 고객들의 자동차에 대한 요구사항도 그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다양화되고 있다[1]. 이로 인해 자동차 전장 임

베디드 시스템 및 장치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많은 연

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2, 3], 소프트웨어의 복잡성 

또한 날로 높아지면서 개발 프로세스도 함께 복잡해졌다. 

그에 따라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의 품질을 보

                                                                                                          
†
E-mail: ybpark@dankook.ac.kr 

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에 초

점을 맞춘 Automotive SPICE라는 프로세스 표준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표준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능력

을 평가하는 체계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프로세

스의 개선을 위한 방법 또한 제시한다[4]. 

자동차 산업 구조의 상위에 위치한 완성 차 제조 업체

(OEM)들 대부분은 Automotive SPICE 표준을 사용하여 하

위 공급 업체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며, 제품 납품의 

기준으로서 특정 이상의 평가 등급 달성을 요구하고 있

다[5]. 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큰 중소규모의 자동

차 전장 사업체의 경우, Automotive SPICE의 모든 프로세스 

항목을 이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6]. 그렇기 때문

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Automotive SPICE의 최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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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인 HIS Scope 항목 적용을 목표로 한 프로세스 통합 

관리 도구의 구현을 위한 연구도 최근에 진행되었다[7]. 

그에 따라 HIS Scope 프로세스 단계 별로 Base Practice(BP)

들을 만족하는 산출물, 즉 연관된 문서의 작성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4], 각 테스트 단계에 해당하는 산출물인 

테스트 명세서에 포함되는 여러 테스트 케이스들 또한 

Automotive SPICE에서 제시되는 BP를 수행하여 기존의 산

출물에 대한 수정 혹은 재 작성 작업이 요구되므로 추가

적인 자원의 소모를 피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에 여유가 없는 중소 전장 업체와 같은 경우, 

테스트 프로세스에 Automotive SPICE 표준을 적용하고 심

사 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

하여, 소프트웨어 설계의 산출물로써 생성된 다양한 행위 

모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도출하려는 행위 

모델 기반 테스트 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8-10, 16, 17]. 

본 논문에서는 Automotive SPICE 프로세스 평가 모델

(PAM)의 공급 업체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HIS Scope 프로

세스 중,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의 산출 모델인 UML 시퀀

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그에 대응되는 소프트웨어 통

합 테스트 단계의 산출물인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생성 절차의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한 툴 체인을 함께 제안한다. 이를 통해 테스트 케이스 

작성에 소모되는 자원의 경감을 꾀하여 프로세스 표준 

항목의 준수를 위한 활동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Automotive SPICE 표

준 및 HIS Scope 프로세스와 행위 모델 기반 테스팅 기법

을 소개하고 그에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며, 3장에서는 설

계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 테스트 케이스를 추출

하는 방법론 및 툴 체인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생성된 테

스트 케이스의 실 적용 사례를 통한 HIS Scope 프로세스 

준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5장은 연구의 결론과 함께 향

후 진행될 추가적인 연구를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2.1 Automotive SPICE 

Automotive SPICE는 기존의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

스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프레임워크인 ISO/IEC 15504, 통

칭 SPICE에서 자동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재, 개정하여 Automotive Special Interest 

Group(SIG)가 제정한 표준이다[11, 12]. Automotive SPICE는 크

게 프로세스 참조 모델과 측정에 대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에 따른 프로세스 평가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13]. 

프로세스 참조 모델(PRM)은 프로세스의 목적 및 처리 

결과의 관점을 나타내고, 생명주기 프로세스의 정의를 포

함한다. 카테고리는 크게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 조직 

생명주기 프로세스 및 지원 생명주기 프로세스의 3가지

로 구분이 되며, 7개의 그룹과 31개의 세부 프로세스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프로세스 참조 모델의 전체 항목 중에서 최소한으

로 요구되는 필수 프로세스 항목들은 대표적 OEM 업체들

이 지정한 HIS Scope로서 분류되어 명시되므로, Automotive 

SPICE의 모든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HIS Scope 항목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Fig. 1은 프

로세스 참조 모델 및 HIS Scope의 구성을 나타낸다. 
 

 

 

Fig. 1. Automotive SPICE Process Reference Model (PRM) 

and HIS Scope[12]. 

 

측정 프레임워크는 평가자가 주어진 프로세스의 능력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스키마와 역량 레벨을 정의

한다. 프로세스의 역량 레벨은 0부터 5까지 총 여섯 단계

로 나누어지고, 각 레벨 별로 존재하는 프로세스 속성은 

그에 대한 달성 등급인 N(미 달성), P(부분적 달성), L(대체

로 달성), F(완전히 달성)로 평가된다. 

프로세스 평가 모델(PAM)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

세스 참조 모델에 기초하여 프로세스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모델이다. 객관적인 증거로써, 특정 

PRM에 정의된 프로세스 평가 집합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성과 지표와, 프로세스 속성 등급으로부터 결정되는 역량 

레벨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역량 지표의 두 가지 차원에

서 지표를 가지며[4], Fig. 2는 프로세스 평가 모델을 2차원

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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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utomotive SPICE Process Assessment Model 

(PAM)[13]. 

 

이와 같은 Automotive SPICE 표준의 준수 및 심사 평가

와 관련하여, 중소 업체에서 HIS Scope 적용을 위한 프로

세스 환경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

도 최근에 진행되었다. 해당 관리 도구는 오픈 소스를 이

용하여 웹 페이지 상에서 플러그인을 통한 문서 작성/편

지 기능을 제공하여 Base Practice 수행을 위한 문서의 통합 

관리를 지원하며, 세부 항목 별 ID를 통한 추적 관리와 함

께 변경사항 알림 공지 등과 같은 부수적인 기능을 제공

하여 효율적인 표준 프로세스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7]. 하지만 Automotive SPICE에서 요구되는 프로세스 단

계 별 산출물의 양방향 추적성과 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서는 이슈 발생 시 각 단계마다 수동으로 문서의 신규 및 

변경 작성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2.2 행위 모델 기반 테스팅 기법 

모델 기반 테스팅은 1990년 이래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에서 객체지향 및 모델의 대중화로 인한 결과로서 성장

한 기술이며[14], 특히 행위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팅 

기법(Behavioral Model Based Testing)은 요구사항 문서를 바탕

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전통

적인 테스팅 기법과 명확한 차이점을 가진다. 우선 테스트 

중인 시스템의 행위를 나타내는 데에 있어 명시적인 모델

을 사용함으로써 요구사항 항목이 가지는 모호함을 배제

할 수 있고, VDM, OCL, UML 등의 정형화된 모델 표현 방식

을 통한 분석 기법 적용에 이점을 가지게 되며, 개발 과정

에서의 변경 사항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15].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UML 다이어그램에서 테스트 케

이스를 생성하려는 연구들이 다수 소개되었다[8-10, 16, 17]. 

특히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의 행위 모델 중 모듈 간 상호 

작용에 대한 구조는 일반적으로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

으로 표현되며, 그러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테스트 케이

스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그래프 이론적 방법(Graph 

theoretic methods)을 사용할 수 있다[16].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높은 추상화 수준에서 그래프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아티팩트의 그래프 표현에서, 테스트 

케이스는 특정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데이터를 커버하는 

경로가 된다. 데이터는 시작 노드에서 다른 노드를 통과

하면서 경로상의 특정 제약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래프로

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단계는 우선 그래프 모

델을 구축하고, 테스트 요구 사항을 확인하며, 요구사항

을 충족 할 테스트 경로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로 구성되며, 이러한 방법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평가된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행위 모델 기반 테스팅 

기법 중에서 그래프 이론적 방법을 활용하여, UML 시퀀

스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론과 그 자동화 과정에 필요한 툴 체인을 제

안하고자 한다. 

 

3. Automotive SPICE를 위한 행위 모델  

기반 테스트 케이스 생성 절차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론은 

상위 설계 문서의 작성,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인터페이

스 및 상호 작용 모델링, 모델링 데이터의 추출 및 파싱, 

메시지 테이블 구성과 그래프 생성, 그래프의 기본 경로 

탐색,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케이스 작성의 

총 여섯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다음 단계에 사용될 데

이터의 추출 및 가공 등의 자동화를 위하여 각 단계 별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3.1 상위 레벨 설계 문서 작성 

Automotive SPICE HIS Scope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Software Engineering Group(SWE)의 SWE.2 Software Architectural 
 

 

 

Fig. 3. Software Engineering Process Group(S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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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단계를 선정하고, 해당 프로세스 단계에서 제시되는 

Base Practice들을 수행하여 상위 레벨 설계(High Level Design, 

HLD) 문서를 작성한다. HLD 문서에는 해당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한 Structure Design, Interaction Design, Interface Design 

정보가 포함된다. Fig. 3은 SWE 프로세스와 각 단계 별 산

출물을 나타낸다. 

 

3.2 모듈 간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모델링 

HLD 문서에 정의되어 있는 Interaction 및 Interface Design 

항목에 대하여, UML 모델링 도구인 Enterprise Architect(EA)

를 사용하여 모델링 작업을 수행한다. EA 도구를 통해 프

로젝트를 생성하여 Fig. 4와 같이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

을 작성하고, 해당 프로젝트 내에는 소프트웨어의 세부 

모듈 간 Interaction 정보와 함께 각 Interface Message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Fig. 4. UML Sequence Diagram and EA tool. 

 

3.3 모델링 데이터의 추출 및 파싱 

해당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데이터는 Enterprise Architect

의 ‘Extract Project’ 기능을 활용해서 Fig. 5처럼 지정된 파일 

형식(.xml)으로 추출해 내고, XML Parser 등의 도구를 이용

하여 추출한 데이터 중 우리에게 필요한 항목만을 파싱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Fig. 5. A Part of XML file of UML Sequence Diagram. 

3.4 메시지 테이블 구성과 그래프 생성 

그래프 기반의 테스팅 메소드를 적용하기 위하여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래프 모델로 변환할 수 있는 도

구를 통하여, 추출 후 파싱한 다이어그램의 데이터를 바

탕으로 소프트웨어 모듈 간 상호 작용에 대한 인터페이

스 메시지 테이블을 구성한다. 그리고 테이블의 정보 및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combined fragment 요소를 고려하여 

조건 분기를 가지는 메시지 종속 그래프를 생성한 후, 시

작 및 종료 상태를 나타내는 노드를 그래프에 추가함과 

동시에 각 메시지와 combined fragment의 property 정보를 반

영하여 노드 및 엣지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갱신한다. Fig. 

6은 생성된 테이블 및 그래프의 예시이다. 
 

 

 

Fig. 6. Generated Message Table and Graph. 

 

3.5 그래프의 기본 경로 탐색 

인터페이스 메시지 종속 그래프의 순환 복잡도(Cyclomatic 

Complexity)를 수식 (1)에 따라 산출해 내고, 기본 경로 테

스팅(Basis Path Testing)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17]에서 제

안된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독립적인 모든 기본 

경로에 대하여 탐색을 수행한다. 순환 복잡도와 유효한 

기본 경로의 수는 동일하며, Fig. 7과 같이 탐색된 기본 경

로들은 그래프의 전체 경로 커버리지를 만족함과 동시에 

각각 하나의 테스트 시나리오로써 대응된다. 
 

�� = ���� = � − � + 	
                         (1) 
 

e = edge, n = node, p = connecte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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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arched Basis Paths. 

 

3.6 시나리오 추출 및 테스트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로써 유효한 기본 경로를 바탕으로 Fig. 

8와 같은 형식의 테스트 케이스들을 생성한다. 테스트 케

이스에 필요한 정보인 사전/사후 상태, 입력 및 출력 항목

에 대한 정보는 구체화 된 메시지 종속 그래프에서 추출

해 낼 수 있다. 또한 설계 모델과의 추적성 관리를 위하

여,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개별 ID를 부여하고 관련 설계 

모델과의 추적 사항이 명시된 Fig. 9의 추적성 테이블이 

테스트 케이스 양식에 포함된다. 각 시나리오에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는 해당 Interaction Design 모델의 Interface 

Message 흐름에 대한 모든 경로 커버리지를 달성한다. 
 

 

Fig. 8. Generated Test Cases. 

 

 

Fig. 9. Traceability Table. 

 

Automotive SPICE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프로세스 

단계 간 양방향 추적성 및 일관성의 측면에서, 설계 변경

사항 반영 및 테스트 반복 수행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위한 

별도의 자동화 도구가 필요하다. 

Fig. 10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일련의 행위 모델 기반 

테스트 케이스의 생성 프로세스 및 관련된 툴 체인의 전

체적인 개요와 흐름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10. Process of a Test Case Generation Method. 

 

4. 사례 연구: Automotive SPICE 통합 관리 

도구를 통한 프로세스 수행 

 

우리가 제시한 기법이 HIS Scope 준수 활동에 직접적으

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Automotive SPICE 프

로세스 통합 관리 시스템[7]에 생성한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하였다. Fig. 11은 관리 도구 상에서 HIS Scope의 

Software Engineering Group에 속하는 하위 카테고리인 SWE. 

5 Software Integration Test 항목을 지정하고 본 연구를 통해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포함한 테스트 명세 문서를 작

성하여 등록한 화면을 나타낸다. 
 

 

Fig. 11. An Integrated Management Tool for Automotive 

SPICE. 

 

적용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SWE. 5의 세부 Base 

Practice 항목들의 수행 여부를 Table 1에 기록하였다. 음영 

처리 된 항목들은 생성한 테스트 케이스가 BP들을 수행

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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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SWE. 5 

Base 

Practices 
Activities Done

SWE.5.BP.1 Develop software integration strategy. O 

SWE.5.BP.2 

Develop software integration test 

strategy including regression test 

strategy. 

O 

SWE.5.BP.3 
Develop specification for software 

integration test. 
O 

SWE.5.BP.4 
Integrate software units and software 

items. 
O 

SWE.5.BP.5 Select test cases. O 

SWE.5.BP.6 Perform software integration test. O 

SWE.5.BP.7 Establish bidirectional traceability. O 

SWE.5.BP.8 Ensure consistency. O 

SWE.5.BP.9 Summarize and communicate results. O 

 

또한 별도 구축된 테스팅 환경 하에서 관리 도구에 적

용한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테스트를 Fig. 

12과 같이 수행하였다. 해당 테스트의 결과를 포함한 소

프트웨어 통합 테스트 단계에 대한 모든 수행 결과는 Fig. 

13에서처럼 관리 도구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갱신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메일로 요

약 전송된다. 
 

 

 

Fig. 12. Result of Software Integration Test 

 

 

Fig. 13. Summary of Test Results. 

5.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Automotive SPICE HIS Scope의 소프

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산출되는 행위 모델인 UML 시퀀

스 다이어그램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 단계의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 

및 툴 체인을 제안하였다. 

설계 단계의 Base Practice들을 수행하여 High Level Design 

문서를 작성하고 UML 툴을 사용하여 각 소프트웨어 모

듈 간의 인터페이스 및 상호 작용을 시퀀스 다이어그램

의 형태로 모델링하였다. 그 후 해당 다이어그램에서 필

요한 데이터를 XML로 추출 후 파싱하여 상호 작용 메시

지 그래프를 생성하고, 경로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각 기

본 경로가 하나의 테스트 시나리오와 대응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전장 업체가 개

발 프로세스 중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산출

물을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으며, 테스트 명세 구성

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 자원 소모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례 연구에서는 프로세스 관리 도구 

상에 생성한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하고 실제 테스트 활

동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가 Automotive SPICE HIS Scope 

프로세스 준수를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와 통합 테스트 단계 간

의 양방향 추적성 및 일관성을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여 설

계 상의 변경 사항 발생 시 테스트 케이스에도 즉시 해당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실제 Automotive SPICE의 

HIS Scope 평가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행한 프로세

스 모델의 평가 지표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툴 체인의 세

부 항목들을 구현하여 일련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가 

Automotive SPICE 평가 모델에서의 검증 기준을 정당하게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

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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