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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generate test cases in an automatic manner, based on checklist containing test cases used for testing 

embedded systems. In general, the items to be tested are defined in a checklist. However, most test case generation strategies recommend 

to test a system with not only the defined test items but also various mutated test conditions. The proposed method parses checklist in 

Korean file and figures out the system inputs and outputs, and operation information. With the found information and the user defined test 

case generation strategy, the test case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With the proposed method, the errors introduced during manual test 

case generation may be reduced and various test cases not defined in checklist can be generated. The proposed method is implemented 

and the experiment is performed with the checklist for an medical embedded system.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shown 

through the test cases generated from the checklist. The test cases are adequate to the coverages and their statistics are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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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크리스트로부터 테스트 이스 자동 생성 방안

김  동†⋅김  ††⋅정 기 †††⋅최 경 희††††⋅박 호 †††††⋅이 용 윤††††††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테스트에 많이 사용되는 테스트 항목이 기술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테스트 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 으로 체크리스트에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항목이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부분의 테스트 이스 생성 략에서는 

테스트 하고자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이 조건에서도 테스트하기를 권하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한 로 기술된 체크리스트를 분석하

여 시스템 입출력과 연산 정보를 찾아낸다. 그리고 찾아낸 정보와 설정하는 테스트 이스 생성 략에 따라 테스트 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 이 방법은 테스트 이스를 수동으로 생성할 때, 일으킬 수 있는 오류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크리스트에는 기술되지 않는 다양한 

변이 테스트 이스도 생성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구 되고, 실제 의료기기용 임베디드 시스템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에서는 체크리스트로부터 여러 커버리지에 한 테스트 이스가 오류 없이 통계 으로 정확히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안된 

방법의 유용성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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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등에서 사용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20]. 복잡한 시스템의 기능

은 부분 소 트웨어로 구 된다. 따라서 임베디드 시스템

이 동작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의 많은 부분은 소 트웨어

인 오류이다[1]. 소 트웨어 오류는 시스템의 오류로 이어지

고 그 향은 간단한 장애로부터 한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를 들면, 의료기기 시스템이 오류를 발생할 경우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큰 재앙을 불러오거나, 주어진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래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경향과 더불어 임베디드 시스템에 내장된 소

트웨어 테스트는 그 요성이  강화되고 있다[21].

https://doi.org/10.3745/KTSDE.2017.6.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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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 트웨어를 테스트하기 한 많은 기법들이 

제안되어 있다. 크게는 소 트웨어의 코드를 직 으로 테

스트하는 화이트 박스(White Box)와, 스펙과 기능을 심으

로 테스트하는 블랙박스(Black Box) 기법으로 나  수 있

다. 화이트 박스는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테스트 이스를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작성하고 코드가 설계 사양에 맞게 올

바르게 동작하는지 혹은 코딩 규칙을 제 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소 트웨어 정   동  

테스트 기법[19]이 이에 속한다. 화이트 박스 테스트를 한 

다양한 상용도구들[19]도 개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블랙박스 테스트는 소 트웨어가 내장된 시스

템이 요구사항에 나타난 기능을 제 로 수행하는지를 테스

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 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기반으

로 다양한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효율 인 테스트 이

스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시스템 개발 시 

화이트 박스 테스트는 소 트웨어 작성 후에 수행하고, 블

랙박스 테스트는 개발된 소 트웨어를 하드웨어에 탑재한 

후 통합 테스트를 하기 해 많이 사용한다[12]. 

화이트 박스 테스트이거나 블랙박스 테스트에서 가장 

요한 문제 의 하나는 효율 인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론 으로 거의 무한 의 가까운 입력 조합의 개

수 에서 소 트웨어 혹은 시스템의 오류를 가장 잘 찾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테스트 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테

스트 이스 생성의 핵심이다. 화이트 박스 테스트에서는 

코드를 분석하여 테스트 이스를 생성한다. 블랙박스 테스

트 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요구사항 모델을 

이용하는 모델 기반 테스트 이스 생성 방법, 시스템 입력

들의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하는 테스트 목 에 맞게 

생성하는 다양한 입력조합(Combinatorial) 생성 방법[12], 의

도된 무작  생성 방법(Biased random) [12]등이 있다. 

이와 같은 체계 인 생성 방법 이외에 개발 장에서 흔

히 사용하는 방법이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작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체크리스트는 개발 시스템

에 한 엔지니어의 지식, 과거의 경험, 사용자 피드백 등을 

활용하여 테스트하고자 하는 항목을 엔지니어가 작성한다, 

체크리스트에는 테스트 상의 기능을 검하기 해 테

스트해야 하는 입력 조건과 상 출력을 나열해 놓은 목록. 

즉, 테스트해야 하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테스터 

엔지니어는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테스트 입력을 결정한

다. 이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 이 있다. 1) 수많은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고 테스트 이스를 작성 도 . 테스

터의 실수 는 단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테스트 이스

를 생성할 수 있다. 2) 체크리스트에 작성된 항목은 테스트

해야 하는 기능만을 나열하고 있어서, 만들어진 소 트웨어 

혹은 시스템이 체크리스트에 없는 입력이 가해지는 이상 상

황에서 제 로 동작하는 지를 체계 으로 테스트하기 힘들

다. 많은 테스트 방법  략에서는 엔지니어가 생성한 테

스트 항목 혹은 시스템 사양에 나타나지 않는 변이 입력 조

합에 해서 테스트하기를 권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체크리스트 항목과 내용이 복잡

해지는 경우 의 문제 을 엔지니어가 수동 분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는 거의 불가능하기도 한다. 한 시스템 요구사항이 바

고 이에 따라 체크리스트가 변할 시 수동으로 테스트 이

스를 생성하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은  커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로부터 테스트 이스를 직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

안하는 방법에서는 테스트 용도나 테스트 시간을 고려하여 

용도에 따른 테스트 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한  문서로 된 체크리스트를 해석(parsing)하고, 

해석된 내용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시스템 입출력 정보, 문

서 해석 정보 내의 연산 정보  테스트 이스 생성 략

을 이용하여 용도에 맞는 테스트 이스 생성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은 일반 인 테스

트 생성 방법  체크리스트 한 테스트 이스 생성 방법

에 한 련 연구를 소개하고, 제 3장은 체크리스트를 해

석하고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 4장

은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과정  결과

에 해 기술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연구방향을 기술하고 논문을 마무리한다.

2. 련 연구

화이트 박스 테스트 이스는 소 트웨어 소스 코드의 

코딩 규칙이나 실행 오류(Run time error) 등을 악하기 

해 설계 단계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 방법은 시스템의 요

구사항과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데 사용하기는 어렵다. 

반면 블랙박스 테스트 이스는 요구사항이나 시스템 사

양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블랙박스용 테스트 

이스는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 트웨어가 요구사항 로 동

작하는 지를 테스트하기 해서 사용된다. 이미 다양한 블

랙박스 테스트 이스 생성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블랙박

스 테스트 이스 생성 방법은 무작  생성 방법, 시스템 

입력 조합을 이용하는 생성 방법(Combinatorial)[16]  모

델 기반(Model-based) 생성 방법[5, 10, 11] 등으로 별할 

수 있다. 무작  생성 방법[6]에는 의도된 무작  생성 방법

[4]과 다양한 응형 무작  생성(Adaptive Random 

Generation) 방법[7] 등이 있다[2]. 입력 조합에 의한 생성 

방법에는 페어와이즈(Pairwise)[3, 15]  클래스 분류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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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Classification Tree Method)[8, 9] 등이 연구되어 왔다. 

모델 기반 생성 방법은 시스템의 요구사항 혹은 기능을 모

델화하고 모델로부터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동등 분할(Equivalence partitioning) 기법, 변이 값

(Mutant) 주입을 통한 테스트 방법(Mutation)  경계 값 

분석을 통한 생성 방법(Boundary value analysis) 등 다양한 

방법[12] 있다. 

소 트웨어가 내장된 시험 상 시스템(SUT: System 

Under Test)의 완벽히 테스트하기 해서는 무한 의 입력 

조합 즉, 무한개의 테스트 이스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한 테스 (Exhaustive 

testing)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12]. 따라서 실제 시스템의 

효율 인 테스트를 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구조 인 테스트 

이스 생성 방법과 더불어 엔지니어의 경험과 장에서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실제로 의료기기나 자동차 제어기 등을 시험하기 해서 

엔지니어의 경험을 기반으로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여 사용

한다. 경험 기반 테스트 이스는 구조  방법으로 생성된 

테스트 이스가 찾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특성이나 복잡한 

시나리오에 의해 발 되는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여 테스트하

기 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체크리스트이다. 체크리스트는 

테스트 엔지니어가 다루었던 유사한 시스템이나, 과거의 경

험, 직 , 테스트 엔지니어의 지식, 사용자의 피드백을 활용

하여 테스트 하고자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응용 분야, 

기  그리고 엔지니어 마다 다른 형태의 체크리스트를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형태와 무 하게 모든 체크리스트의 

각 테스트 항목에는 어떤 입력 조건에서 어떤 출력이 나와

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체계 으

로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많지 않다. 체크리스트

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스 이스(Use case)를 활용한 테스트 

시나리오 생성법과 고장 트리(FT: Fault tree)를 활용한 방법

이 있다. [13]에서는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Use case 

diagram)을 활용하여 유스 이스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활

용하여 유스 이스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테스트 시나리오

로 사용한다.

고장 트리는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과 계를 AND, OR, 

Priority AND, XOR 등의 논리 연산자를 이용하여 트리 형

태로 표 하는 방법이다[14]. 고장 트리를 활용하면 결과 이

벤트  일부를 오류 발생 상황으로 만들고 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고장 트리에서 추 하여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테스트 이스로 사용한다. 즉, 오류 발생의 경로

를 결과 이벤트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기 상태부터 결과 

이벤트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역방향으로 생성할 수 있다.

연구[17]에서는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테스트 이스를 생

성하는 방법에 해 다룬다. 이 연구에서는 효율 으로 체

크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생성한다. 

제안하는 체크리스트 체계는 “동작모드”, “기능분류”, “기

능설명”, “테스트 명령”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동작

모드”, “기능설명” 항목은 실제 테스트 스크립트 생성과 무

하며, “기능분류”와 “테스트 명령”을 사용하여 테스트 

이스를 만들고, 실제 테스트에 사용되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기능분류”는 각 동작 모드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말하

며 “진입 시 조건”, “종료조건” 그리고 “주동작” 항목으로 

구성된다. “진입시조건”은 해당 모드에 진입하기 하여 만

족시켜야하는 조건이다. “진입 시 조건”은 일부 혹은 부 

만족 시켜야 “주동작”으로 진입할 수 있다. “주동작”은 항상 

실행 되어야하는 일련의 작업들이다. “종료조건”은 해당 모

드를 종료하기 한 사건이나 조건들이다. 

SUT가 수행해야 할 단  기능인 테스트 명령어에는 각 

시간  별로 SUT에 인가되는 모든 입력들의 물리  값들이 

정의되어 있다. 이들 명령어는 명령어 사 에 등록되어 테

스트 이스  스크립트 생성에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입 시 조건”과 “종료 조건”의 조합을 조

건 커버리지(Condition coverage), 결정 커버리지(Decision 

coverage), 수정된 조건 결정 커버리지(MCDC: Modified 

Condition and Decision Coverage)와 같은 기 에 맞게 생성

하여 테스트 이스로 사용한다. 한 동작 모드 별로 다양

한 조합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여 모드 간 실행 순서에 따

른 시스템 오동작 여부도 검출 할 수 있는 테스트 이스를 

생성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제안된 양식으로 정확하

게 정리하여야 하고, 제안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

반 인 자연어 문서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에는 용할 수

가 없다. 

연구[22]는 연구[21]에서 테스트 스크립트를 좀 더 효율

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테스트 스크

립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여 히 요

구사항으로부터 유연하게 테스트 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3. 한  체크리스트 기반 테스트 이스 생성

체크리스트는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확인해야하는 기능이

나 동작을 기술한 문서이다. 체크리스트 기반 테스트에서 

엔지니어는 시스템이 정상 으로 동작하는가를 확인하기 

해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항목을 순차 으로 실행하며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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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 Case Generation Flow in the Proposed Method 

트를 진행한다. 엔지니어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테스트를 

진행 할 경우 엔지니어는 시스템에 입력시킬 테스트 이스

가 필요하게 된다.

같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더라도 엔지니어마다 테스트 

이스를 다르게 생성할 수 있고 이 게 다르게 생성된 테스

트 때문에 시스템의 정확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 같은 테스트 이스를 사용하더라도 테스트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테스트가 엔지니어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산업 장에서는 리의 문제 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체크리스트로부터 

테스트 이스를 체계 으로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연

어로 된 체크리스트를 엔지니어가 해석하여 테스트 이스

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오류를 일 수 있고, 

엔지니어마다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한 체계

인 방법의 하나로,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로 작성된 체크리

스트를 해석(parsing)을 통하여 테스트 이스를 자동 생성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테스트 진행 시 SUT의 입력인 테스트 이스뿐만 아니

라 필요에 따라서는 테스트 입력에 한 상 결과 정보도 

생성한다. 상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통칭하는 오라

클도 테스트 자동화를 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싱을 통

해 얻은 정보로, 테스트 입력을 테스트 략에 따라 조합한 

테스트 이스와 각 테스트 이스에 한 상 출력을 시

스템 출력으로 자동으로 생성하여 오라클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해 다룬다.

3.1 자연어로 작성된 체크리스트 싱

체크리스트는 테스트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사

용하고 있다. 한 체크리스트 내에 포함된 테스트 항목도 

다양하다. 형식은 다양하지만 형식과 무 하게 각 테스트 

항목은 기본 으로 크게 입력 트와 출력 트로 나 어질 

수 있다. 입력 트는 시스템에 인가할 입력의 종류와 조합 

조건을 정의한 트이고 출력 트는 해당 입력이 인가되었

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의하고 있다. 를 들어 

“A일 경우 B 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경우”를 기

으로 입력 트와 출력 트가 나뉘게 된다. 여기서는 A

가 입력 트이고 B가 출력 트가 된다.

일반 으로 한 로 작성된 체크리스트의 입력 트와 출

력 트에는 입출력의 이름, 조건이 있고 입출력의 조건에

는 연산자인 비교어, 명령어, 속어가 있다. 비교어는 “크다

( > )”, “작다( < )”, “아니다”, “∼값”과 같이 주어진 숫자 

혹은 정해진 값을 기 으로 입출력의 값이 큰 경우인지 작

은 경우인지 혹은 정확히 주어진 값이 나와야 하는가를 구

분하게 해 다. 명령어는 “동작한다”, “실행한다”, “제어한

다” 등의 시스템 동작에 한 사양이다. 속어는 두 개 이

상의 조건이 한 번에 나올 때 A조건과 B조건이 동시에 만

족해야 하는지(and) 아니면 둘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지

(or) 등을 나타낸다. 물론 한 의 특성상 비교어나 속어의 

다양한 변형이 나올 수 있다. 를 들면, “크다” 신, “크거

나”, “클 때”, “크면서” 등 어미가 변형된 단어가 체크리스트 

작성 시 사용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테이블과 두 가지 기능 모

듈로 구성된다. 첫 번째 테이블은 사용자가 정의한 시스템 

입출력과 해당 변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출력 정보 테이

블’이고, 두 번째 테이블은 비교어, 명령어와 속어  그들

의 변형어 들과 해당하는 로직들이 정의되어 있는 ‘연산자 

정의 테이블’이다. 그리고 첫 번째 기능 모듈은 두 가지 테

이블과 한  서(parser)를 이용하여 자연어로 된 입출력을 

변수로 사용한 로직이나 수식 계로 표 하는 “한  서 

모듈”이다. 두 번째 기능 모듈은 첫 번쩨 모듈에서 처리된 

표 을 이용하고 사용자가 정하는 테스트 이스 생성 략

에 따라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테스트 이스 생성모

듈”이다. Fig 1은 테이블과 모듈을 활용하여 테스트 이스 

리스트가 생성되는 흐름을 보여 다.

입출력 정보 테이블에서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을 포함한다. 테이블 각 항은 모든 한  입출력

명과 각 입출력의 변수(variable)명이 정의된다. 이 입출력 

정보는 한  서에서 참조되고 테스트 이스에서 변수명

으로 나타난다. 연산자 정의 이블에는 “크다”, “ 다”와 

같은 정보와 이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정의된 테이블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나”와 같은 속어와 이에 응

되는 연산자를 정의하고 있다. 기본 으로 정의된 연산자 

외에 사용자가 정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한 체크리스트

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 도 정의되어 있고, 역시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다. Table 1은 미리 정의된 연산자의 를 보

여주고 있다. 구분은 연산자 설명을 한 항으로 연산자를 

설명하는 부분이며, 명령어, 비교어  속어는 해당하는 

단어를 연산자로 바 다.

한  서는 체크리스트를 읽어 들여 입출력 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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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mparative Word / 

Conjunctive
Operator

Comparative 

Word

이상 >=

크다 >

많다 >

빠르다 >

올라가다 >

다 <

이하 <=

미만 <

같다 =

Command
동일하다 =

이다 =

Conjunctive

한 and

이고 and

and

혹은 or

거나 or

Unit

분

시간

미터

rpm

km/h

Fixed Value

ON

OFF

True 1

False 0

받는다 1

다 1

제어한다 1

동작한다 1

Table 1. The Pre-Defined Operator Table Example 

과 연산자 정의 테이블의 연산자를 이용하여 한  테스트 

항목을 변수와 연산자로 표 하는 모듈이다. 이 때 비교어의 

변형된 값은 어원을 찾아서 어원에 해당하는 연산자로 바꾼

다. 를 들면, “크거나”는 한  서에서 어원인 “크다”로 

인식하고 이에 해당하는 로직 연산자 “>”로 바꾼다. 그리고 

숫자는 그 로 사용하며 숫자 다음의 단   고정 값은 

Table 1에 정의되어 있으면 그 로 사용한다. 특정 단 나 

고정 값도 연산자에 값이나 표 을 정의하면 정의된 값으로 

치환한다.

테스트 이스 생성 모듈은 한  서가 생성한 표 을 

사용하여 테스트 이스를 생성한다. 이 때, 테스트 이스 

생성 략을 참조한다. 를 들면, 테스트 이스 생성 략

이 “결정 커버리지(Decision coverage)”[12]라면 체크리스트

의 표 에서 결정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가 수행되게 하는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게 된다. 이 게 함으로써, 체크리스

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변형된 조건에서 시스템이 정상 동

작하는 지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트 이스를 체계 으로 

생성할 수 있다. 

테스트 출력은 테스트 이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해당 테

스트 이스가 정상 수행될 때 시스템이 가져야 할 출력 값

을 생성해 다.

“흡인기의 동작이 10분 이상이고 원이 ON이면 모터가 

500rpm 이상으로 작동한다.”라는 체크리스트 항목으로부터 

테스트 이스와 오라클을 생성하는 를 통하여 에서 설

명한 방법으로 테스트 이스와 상 결과 값이 생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출력 정보 테이블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인

기와 원을 입력으로 모터를 출력으로 정의하고 각각에 변

수 명을 할당한다. 한 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범 도 정

의한다. 범 가 정의되지 않는 입력은 임의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범 가 정의되지 않는 출력은 임의의 값이 출력될 

수 있다. 

Type Name Symbol Range

Input
흡인기 suctor 0 ～ 30

원 power ON, OFF

Output 모터 motor 200 ～ 900

Table 2. Input and Output Table Example

Table 2의 정보를 참조하여 한  서는 흡인기를 “suctor”

로, 원을 “power”로 모터를 “motor”로 치환한다. 한 각 변

수들이 가질 수 있는 범 도 기술한다. 그리고 Table 1을 참조

하여 “10분 이상이고”에서 “이상”을 “>=”로 치환하고 “이고”를 

“and”로, 이면를 “=”로 치환한다. 그리고 숫자 10, “분”  “ON”

은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그 로 사용한다. 치환된 값을 

이용하여 한 로 정의된 테스트 항목을 테스트 이스 생성 모

듈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표 한다. 출력 표 은 다음과 같다.

“(suctor >= 10분) and (power = ON)”

3.2 테스트 이스 생성 

한  서에 의해 표 된 테스트 항목을 이용하여 테스트 

이스 생성 모듈이 테스트 이스를 생성한다. 이 때 테스

트 이스 략에 따라 생성되는 테스트 이스가 달라진

다. 테스트 이스 값은 입출력 테이블에 정의된 범  내에

서 생성 략에 맞는 값을 임의로 정한다. 재 정의된 테

스트 이스 생성 략은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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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coverage)”[12],  “수정된 조건/결정 커버리지

(MCDC: Modified Condition and Decision Coverage)”[12]이

지만, 필요에 의해 추가할 수 있다. 3.1의 시의 “(suctor 

>= 10분) and (power = ON)”로부터 추출 가능한 테스트 

이스 생성 가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수정된 조건 결정 커버리지 략을 만족

하는 가능한 테스트 이스들이다. 앞서 언 하 지만, 테스

트 이스에 사용되는 입력 값은 Table 2에 정의된 입력 범

 내에서 임의로 선택된다.

Strategy 

Test Case Expected Output

No
Input 

Variable
Value

Output 

Variable
Value

Decision 

Coverage

T1
suctor 15분

motor >=500rpm
power ON

T2
suctor 9분 

motor < 500rpm
power ON

Condition 

Coverage

T3
suctor 23분

motor >=500rpm
power ON

T4
suctor 5분 

motor < 500rpm
power OFF

Modified 

Condition / 

Decision 

Coverage

T5
suctor 11분

motor >=500rpm
power ON

T6
suctor 16분

motor < 500rpm
power OFF

T7 suctor 30분
motor < 500rpm

power ON

Table 3. Possible Generated Test Cases

4. 구   실험

본 실험에서는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구

한 테스트 이스 자동 생성 로그램이 실제 사용하는 체

크리스트로부터 테스트 이스를 원하는 로 생성하는 지

를 검증하 다. 

4.1 테스트 생성기 구

제안된 방법은 C#으로 Windows 7 환경에서 구 하 으

며, 한  서는 [18]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 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용한 서 엔진은 단어의 어원을 찾아

다. 재 처리 가능한 문서 형식은 텍스트(.txt), 한

(.hwp), MS 엑셀(.xlsx) 그리고 MS 워드(.docx)이다. 체크리

스트 내에서 하나의 테스트 항목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구분

자로 구분된다. 를 들면, 번호 (1)로 구분될 수 있다. 서

는 각 테스트 항목에서 입출력 정보  연산자 정보를 찾아

내고 이에 해당되는 변수명이나 연산자를 추출하고 이를 논

리  표 으로 변환하여 일에 장한다. 

테스트 이스 생성기는 변환된 일의 논리 표 을      

하나씩 분석하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테스트 이스 생성 

략에 따라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여, 텍스트(.txt), 한

(.hwp), MS 엑셀(.xlsx) 그리고 MS 워드(.docx) 등의 사용

자가 지정하는 포맷의 일로 장한다.

Fig. 2. The Initial Window of Implemented Method

Fig. 2는 구 된 테스트 생성기의 기화면이다. 사용자는 

입출력 정보 테이블, 연산자 정보테이블, 출력 일등을 지

정할 수 있다.

4.2 테스트 이스 생성

실험에서 사용한 체크리스트 일은 의료기기용 내장 소

트웨어의 여러 기능 , 특정 하나의 기능을 테스트하기 

한 체크리스트로 총 80개의 테스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시스템 입력은 Foot switch 등 7개이고 출력은 LED, 

DC motor 등 6개이다. 

Table 4는 작성된 입출력 정보 테이블의 일부이다. 출력 

LED는 범 가 정해지지 않아서 임의 값이 출력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실제 테스트 시에는 테스트 엔지니어가 으

로 직  확인하며 그 동작의 정확성 여부를 테스트한다. 연

산자 정의 테이블은 Table 1을 사용한다.

재 지원하는 테스트 이스 생성 략은 “결정 커버리

지”, “조건 커버리지”, 그리고 “수정된 조건 결정 커버리지”

이다. 다음은 각 략에 따른 테스트 이스 생성 이다. 

테스트 항목은 “키버튼이 동작하고 Foot switch가 ON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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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Number of Test Cases

Decision Coverage 160

Condition Coverage 262

Modified Condition / 

Decision Coverage
389

Table 6. Number of Test Cases Generated by the 

Different Generation Strategies

press key가 ON일 떄”이다. 싱된 표 은 “key_butt=ON 

and foot_sw=ON and key_press=ON”과 같다.

Table 4. A Part of the Input and Output Table

Strategy
Test Case

No Input Variable Value

Decision 

Coverage

T1

key_butt ON

foot_sw ON

key_press ON

T2

key_butt OFF 

foot_sw OFF

key_press ON

Condition 

Coverage

T3

key_butt ON

foot_sw ON

key_press ON

T4

key_butt OFF 

foot_sw OFF

key_press OFF

Modified Condition 

/ Decision 

Coverage

T5

key_butt ON

foot_sw ON

key_press ON

T6

key_butt ON

foot_sw ON

key_press OFF

T7

key_butt ON

foot_sw OFF

key_press ON

T8

key_butt OFF

foot_sw ON

key_press ON

Table 5. The Generated Test Cases for the Test Item

이 때 각 략마다 생성된 테스트 이스는 Table 5와 

같다. “결정 커버리지”는 표 이 참 일 때와 거짓 일 때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며, “조건 커버리지”는 표  

내 각 입력 정보가 참 일 때와 거짓 일 때를 테스트한다. 

그리고 “수정된 결정 조건 커버리지”에서는 결정, 조건 

커버리지 이 외에 각 조건이 표 의 결정에 독립 으로 

향을 미칠 때를 테스트하는데 사용하는 테스트 이스를 생

성한다. 의 경우를 만족하는 입력 조합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같은 수의 테스트 이스가 생성되지 않을 

수 있다. 한 테스트 이스도 달라질 수 있다.

사용된 체크리스트에 나온 테스트 항목에서 모호하거나 

입력 정보가 없는 테스트 항목은 입출력 정보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를 들면, “흡인기를 동작시키면”과 같은 표

은 “키버튼을 동작시키면”으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흡인기

를 동작시키기 해서는 키버튼을 동작시켜야 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 표 은 서가 “key_butt = ON”으로 변환하

고 테스트 이스를 생성한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던 기존의 방법에서는 체크리스트에 

나타난 테스트 항목 수인 80개의 테스트 이스를 테스트 

엔지니어가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제안하는 테스트 이스 

방법을 사용하면 테스트 략에 따라 Table 5와 같이 테스

트 목 에 맞는 다양한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각 테스트 항목을 사용하 을 경우 

출력 정보도 정확히 달하여 테스트 엔지니어의 오류를 

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각 략에 따른 테스트 이스 

 갯수는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Table 6에 나타난 테스트 

수는 각 략에 따른 최소 테스트 이스 수가 아닐 수 있다.

생성된 테스트 이스가 해당되는 커버리지를 만족하면서 

주어진 체크리스트를 정확히 만족하는 지는 모든 테스트 이

스를 모두 비교하여, 정확히 생성되는 지를 확인하 다. 확인 

과정에서 입출력을 기 으로 오류없이 정확히 생성하 음을 

확인하 다. 한 결정, 조건  수정된 결정 조건 커버리지 

기 으로 생성된 테스트 이스는 체크리스트에 없는 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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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지는 경우에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 지를 검사할 수 있

는 항목들을 정확히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체크리스트 

기반 테스트 이스 생성의 문제 인 수동 생성에 의한 오류 

제거  체크리스트 항목 이외의 경우 테스트를 한 항목 생

성이란 목표를 잘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여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 로 작성된 체크리스트에서 테스트 

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제안된 방법

은 임베디드 시스템 테스트 장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 기반 테스트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한 로 작성된 체크리스트 내의 사

용자 혹은 미리 정의된 입출력 정보 테이블과 연산자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테스트 항목들을 싱하여 논리 표 으

로 바꾸고, 사용자가 정하는 테스트 이스 생성 략에 맞

는 테스트 이스를 논리 표 으로부터 도출한다.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구 하 고, 실험을 통해 테스트 

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생성된 이

스는 의료기기용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로

는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이스를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제안한 방법에서 체크리스트를 싱하여 체계 인 테스트 

이스 생성하는 것은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내

용이다. 이처럼 일반 인 체크리스트 방법은 체크리스트에 작

성된 목록만을 검사하지만, 제안하는 자동생성 방법은 다양한 

테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목록에 작성된 내용뿐만 아니라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동작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다. 이는 수작

업으로 하기 힘든 체계 이고 다양한 조합의 테스트 이스 생

성를 생성 할 수 있는 장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

과로 제안하는 방법의 효용성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 가

능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제안한 방법을 보완하기 해서는 연산자 테이블을 보완해

야하고, 좀 더 다양한 표 을 싱 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지

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테스트 

이스에서 실제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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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1982년 랑스 Paul Sabatier 학 

정보공학부(박사)

1982년～   재 아주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분야 :운 체제, 분산시스템, 실시간/멀티미디어 시스템

박 호 

e-mail : hjpark97@ktl.re.kr

1995년 인하 학교 기공학과(학사)

1997년 인하 학교 기공학과(석사)

2013년 아주 학교 산업공학과(박사)

1997년～2000년 ㈜SKC 앙연구소 

주임연구원

2000년～2008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기기본부 책임연구원

2008년～2010년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단 

의료기기 문의원

2010년～2011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기기기술 장/ 

책임연구원

2011년～2015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기기평가센터장/수석연구원

2015년～   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기기연구센터장/수석연구원

심분야 :의료기기 시험평가, 소 트웨어 밸리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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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윤

e-mail : yylee@ktl.re.kr

2002년 서울시립 학교 자 기공학부 

(학사)

2007년 서울시립 학교 자 기컴퓨터

공학부(석사)

2013년 서울시립 학교 자 기컴퓨터

공학부(박사)

2002년～2012년 서울시립 학교 양자정보처리연구단 연구조원

2012년～2014년 국내 IEC TC 62 COSD 활동

2012년～   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헬스본부 원

2015년～   재 AHWP WG3 (사 허가-SW) 원

2016년～   재 국내 ISO TC 210 문 원

심분야 :의료기기 시험평가, 소 트웨어 밸리데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