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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이해 및 테스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객체 간의 상호 작용을 우

선 이해하여야 한다. UML 로 작성된 시스템 명세에서는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행동이 UML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기술되어 있어 전체 시스템의 행동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연구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상태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객체간 행동 테스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UML 

상태 다이어그램들을 합성하여 객체간 행동을 추출, 생성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추출, 합성된 객체

간 행동 모델은 기존의 널리 알려진 FSM 기반 테스팅 기법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1. 서론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널리 이용됨에 따라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테스팅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Smith [1]는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4 단계를 

제안하였다: 단위 (메소드 단위) 테스팅, 클래스내 (클

래스 단위) 테스팅, 클래스간 (클러스터 단위) 테스팅, 

그리고 시스템 테스팅이다. 단위 테스팅이나 클래스 

내 테스팅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유한상태머신(FSM)을 기반으로 객체 

내부의 행동을 모델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

이스를 생성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2][3][4][5]. 

하지만 클래스간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테스팅하는 클

래스간의 테스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전되어 있지 

않다. 클래스간의 테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테스팅 

모델이 필요한데 객체지향 명세 방법에서는 클래스간

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어 테스팅 모

델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UML [6] 상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객체간의 행동만을 추출하여 유한상태머신을 생성하

여 클래스간 테스팅의 근간을 마련한다. 클래스간의 

관계에는 상속성(inheritance), aggregation, association 등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지만 객체간 행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association 관계만을 다룬다. 아래 그림은 이 

연구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UML 

상태 다이어그램 내부에 있는 계층적, 병행적 요소를 

제거하고 내부 사건들을 추상화하는 단계를 거쳐 축

소된 Extended FSM(EFSM)을 생성한다.  

 

 
 

그림 1 : 객체간 행위모델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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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EFSM 들을 계층적으로 합성하여 객체간 

행동 모델을 생성한다. 

 

2.  UML 상태 다이어그램과 EFSM  

UML 에서 클래스의 행동을 기술하는 UML 상태 

다이어그램은 계층적인 상태, 병행적 상태, 메시지 방

송 통신(message broadcasting communication), 상태와 상

태전이에 연관된 행동(actions)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한 유한상태머신 (FSM)의 확장이다. 그림 2 는 UML 

상태 다이어그램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2 (a)는 커피 

자동 판매기의 행동을 모델링 한 것이며  (b)는 종이

컵 유무를 관리하는 제어기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림에 나타난 상태전이의 레이블은 event [guard] / action 

∧ send events 형식을 취한다. 

 
 

그림 2: 커피 자동판매기의 UML 상태 다이어그램 

 

UML 상태 다이어그램에서는 내부구조가 복잡하

여 두 개의 클래스 모델을 하나로 합성하는 것이 어

려워진다. 그래서 복잡한 내부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과

정이 필요하다. EFSM 은 상태전이에 행동과 메시지 

전송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확장된 유한상태머신이다. 

UML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EFSM 으로의 변환은 UML 

상태 다이어그램의 계층적 상태, 병행적 상태를 제거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평면화 과정은 [5]에서 잘 기

술되어 있다. 아래는 EFSM 이 가지는 기본 가정을 나

타내고 있다. 

� EFSM 의 send events 는 다른 클래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로 구성된다. UML 상태 다이어그램에서는 

내부 이벤트들도 send events 에 나타나지만 이러

한 이벤트들은 평면화 과정에서 제거된다. 

� Guard 부분과 action 부분에 나타나는 상태 변수

들은 자료 캡슐화 개념에 따라 다른 클래스와 공

유되지 않는다. 

 

그림 3 은 EFSM 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2(a)에 나타

난 UML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On, Normal, Supply, 

Money 의 계층적/병행적 상태를 평면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 커피 자동판매기의 EFSM 의 예 

 

3. 내부 구조의 추상화 

EFSM 의 내부구조를 축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정보와 외부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EFSM 의 각 구

성요소에 대해 내부정보의 구분과 추상화에 대해 살

펴보자. 

� 상태 : 상태 다이어그램에 나타난 상태들은 특별

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또한 다른 클래스에 의

해 참조되지 않는다. 

� 상태전이 : 상태전이의 내부정보 여부는 상태전이 

레이블의 구성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 이벤트 : 다른 클래스의 send events 에 나타나는 

이벤트는 외부 이벤트이며 나타나지 않은 이벤트

는 내부 이벤트이다. 내부 이벤트들은 각각의 이

름이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대표 이름인 λ 로 

바뀌어지며 상태전이는 축약이 가능하다.  

� 가드 : 가드 자체는 다른 클래스에 의해 공유되지 

않지만 외부 이벤트의 수행순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간접적으로 외부 이벤트에 영

향을 주므로 외부 이벤트에 영양을 끼치지 않는, 

분별력을 상실한 가드에 대해서는 축약이 가능하

다.   

� 행동(actions) : 행동은 가드와 비슷한 역할을 가진

다. 가드에 사용되는 상태 변수를 가지는 행동

(action)은 축약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렇치 않

은 독립적인 상태변수만으로 이루어진 행동은 축

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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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d 이벤트 : send 이벤트는 다른 클래스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축약이 불가능하다. 

 

내부 이벤트와 연관된 연속적인 가드와 연속적인 

행동들은 하나로 묶어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0]/a=0 와 [y=0]/b=0 의 내부 이벤트로 된 상태

전이는 [x=0,y=0]/a=0,b=0 와 같이 하나로 묶어서 표현

할 수 있다. 가드와 행동(action)의 축약 가능성은 상

태 변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여러 단계의 상태전

이 축약 과정을 거치다 보면 가드에 나타나는 상태 

변수의 모든 영역이 다른 상태로의 분기가 발생하지 

않고 하나의 상태로 귀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

한 경우는 가드의 분별력이 사라지므로 이러한 가드

들은 축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진 가드

와 연관된 행동(action) 또한 축약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λ-상태전이 축약 과정을 기술한다. λ-상태

전이 축약 과정은 λ-루프(loop)의 제거와 λ-상태전이  

제거 과정으로 나뉘어진다. λ-상태전이 축약 과정은 

유한상태머신에서 상태전이 축약 방법 [8]을 참조하여 

기술한다. 

 

 
 

그림 4 : λ-상태전이의 축약 

정의 1 λ-상태전이 루프(loop)의 제거 
 

하나의 EFSM M = (GStates, C0, Gtrans )이 λ-상태전

이 루프를 가진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Stateslp 

⊆ GStates 는 루프에 있는 상태 집합을 나타낸다. 루프

가 제거된 λ-accepter M' = (Gstates', C0, GTrans) 은 아래

와 같이 정의된다.  

 

� GStates' = (GStates – GStateslp) ∪ { slp }. 

� 만약 M 이 s1  →a
  s2, a ∈ ( LABEL ∪ { λ } )이라

는 상태전이를 가지면, M'은 아래와 같은 상태전

이를 가진다 :  

s'1  →a
  s'2, where   

      s'1 =



 ∈

otherwise. ,s 

Gstates s  if  ,s 

1

lp1lp  

  s'2 =



 ∈

otherwise. ,s 

Gstates s  if  ,s 

2

lp2lp   

 
λ-상태전이 루프 제거의 예는 그림 4(a)에 잘 나타

나 있다.  그림에 있는 A, B, C 상태로 이루어진 λ-상
태전이 루프는 축약과정에서 ABC 상태로 축약되어 

그림 4(b)와 같이 된다. 이때 A, B, C 상태 각각으로 

입출력되는 상태전이들은 ABC 상태로 입출력되는 것

으로 바뀐다.  

 
 

그림 5 : λ-상태전이 루프의 축약의 예 

그림 5(a)는 그림 3 에 나타난 커피 자동판매기 클

래스의 EFSM 에서 inc, dec, coffee 이벤트를 λ 로 변환

한 후 λ-루프를 제거하였다. 그림 5(b)는 종이컵 관리 

클래스에 대한 것으로 λ-루프가 존재하지 않아 그림 

2(b)의 UML 상태 다이어그램을 EFSM 으로 변환한 모

습 그대로 나타나 있다.  

λ-상태전이 루프를 제거한 후에 각각의 λ-상태전이

들이 제거된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λ-상태전이들은 

하나의 일반적인 이벤트로 구성된 상태전이로 간략화

되어 기술된다. 다음은 λ-상태전이 제거 과정을 보여

준다. 

 

정의 2  λ-상태전이의 제거  

M = ( GStates, C0, GTrans ) 을 λ-루프가 없는 

EFSM 이라 하자. λ-상태전이가 없는 EFSM 인 M' = 

(GStates, C0, GTrans')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 의 상태전이는 다음과 같다.  

� M 에 있는 일반적인 이벤트의 상태전이(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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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 S )는 M’에 그대로 유지된다. 

� q'' ⇒
λ

q →a
 q'. 의 형태를 취하는 상태전

이 연속은 하나의 상태전이인 q'' →a
 q' 로 변

환된다. 

 

그림 4(b)에 나타난 λ-상태전이들은 모두 변환되

어 그림 4(c)와 같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E 

→λ
ABC → da,

 ABC 는 중간과정은 모두 생략되

고 처음상태와 끝상태 그리고 이벤트로 이루어진 상

태전이인 E → da,
 ABC 로 변환된다. E�D�ABC, 

E�ABC�D 도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환되었으며 

ABC�F 는 의미없는 내부 상태 변환이므로 생략된다.  

그림 6 은 그림 5 에 나타난 λ−상태전이들을 모두 
제거하여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 그림 5 의 λ−상태전이들의 제거 

4. EFSM 의 합성 

각각의 EFSM 에서 내부적인 구조를 축약한 후,  

객체간의 상호작용 정보를 얻기 위해서 축약된 모델

들을 공유 이벤트를 중심으로 합성한다. 두 모델의 합

성 규칙은 공유되는 이벤트들은 동기화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비공유 이벤트는 독립적으로 수행가능하다

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이 4 가지 규칙으로 세분화된

다. 규칙 (1)은 비공유 이벤트는 다른 모델 수행과 무

관하게 독립적으로 수행됨을 보여준다. 규칙 (2)는 

send 이벤트가 있는 경우는 두 모델 모두 동일한 이

벤트가 발생하여야만 수행이 된다. 규칙 (3)과 규칙 

(4)는 규칙 (1)과 규칙 (2)에 가드와 행동을 추가한 것

이다. 이러한 합성 규칙들은 CSP 의 합성 규칙 [8]을 

응용하여 EFSM 에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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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은 그림 6 에 나타난 두 모델에 대해 위의 

합성 규칙을 적용하여 합성한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합성된 모델들은 두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연

관된 행동만을 모델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존의 

FSM 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내부 테스팅 방법[5]을 그

대로 객체간 상호작용 테스팅에 적용할 수 있다. 테스

팅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클래스와 축약, 합성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시스템 전반적인 행동을 테스팅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7 : 두 EFSM 모델의 합성 

5. 결론 및 향후연구방향 

이 논문에서는 객체들간의 상호작용 행동을 합성

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러한 합

성 모델의 생성 방법은 유한상태머신의 직접적인 합

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태 폭발(state explosion)을 회

피하면서 적당한 크기의 상호작용 모델을 생성한다. 

그리고 합성 모델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FSM 기반 테

스팅 방법을 이용하여 객체간 상호작용 테스팅을 수

행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합성적 도달성 트리상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들을 

지원하는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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