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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대한 검증 및 테스트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확
보와 비용절감을 위한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문서는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대상인 임베디드 시스템의 입출력 변수들의 조작을 통하여 시스템 의
존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일반화 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을 통하여 테스트 명령을 간소

화 할 수 있었으며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의 모델을 보다 일반적이고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  
 

1. 서론 

임베디드 시스템은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전기기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임베디드 시스템이 적용된 분야는 광범위하다. 임베디

드 시스템은 기존의 간단한 조합회로에서 순차회로로 
그리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의한 컨트롤러의 제어

로 발전 해왔다. 현대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많은 일들

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보다 입력과 출력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

의 신뢰성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스템의 
사소한 결함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에 현대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테스트를 필요로 하며 
테스트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

된다. 이 문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테
스트 하기 위한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점을 알아보고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논문의 2 장에서는 테스트 시스템 중 자동화 시

스템의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3 장에서는 임베디드 시
스템을 입출력을 단순화하여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4 장은 3
장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 
에서 SUT(System Under Test)와의 인터페이스 설계와 
테스트 진행에 대해 소개하고 5 장에서는 결론 및 앞
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논한다.  

 
2.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의 고려사항 

테스트 자동화는 다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절

히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3]. 첫 번째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두 번째

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생성 해야 한다. 테스트 케이

스는 테스트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사양으로부터 시
스템의 각각의 동작을 검사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트 단위들의 집합이다. 각각의 테스트 단위는 테
스트 시퀀스 혹은 명령이라고도 하며 여기서는 동일

하게 사용한다. 세 번째로 테스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624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테
스트 결과가 존재해야 하며 각각의 테스트 결과는 시
스템의 상태 및 동작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
고 그에 대한 정상 동작 및 오 동작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은 앞서 말한 테스트 자동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자동

화 테스트 시스템의 간략한 구조를 그림 1 에 나타내

었다.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은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

트 결과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의 해석과 테스트 결과

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소 그리

고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시스템인 임베디드 시스템

을 테스트 환경에 맞게 구축한 SUT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테스트 엔진으로 구성된다.  

 
[그림 1.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의 구조] 

 
테스트 엔진은 테스트 케이스를 받아 각각의 테스

트 케이스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테스

트 케이스는 데이터 저장소의 임베디드 시스템의 정
보에 맞게 해석되어 SUT 로 테스트를 수행할 명령을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된다. 그 후 테스트 엔
진은 각 테스트 명령에 의한 응답을 데이터 저장소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석한 후 테스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는 다음을 고려 해야 한다[1]. 첫 번째로 테스트 케
이스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하고자 하는 시스템, 즉 임베

디드 시스템의 사양으로부터 생성하며 테스트 케이스

가 자동으로 생성 및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는 테스트 속도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에서 속도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SUT 와의 통신은 테스트 속도에 직접적이

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테스트하고자 하는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5, 7]. 
마지막으로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은 임베디드 시스템

과는 독립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테스트 하고자 하
는 시스템이 바뀔 때 마다 시스템을 다시 설계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모 된다[3, 6].  

이 논문은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

을 위해 임베디드 시스템과 임베디드 시스템에 의존

적인 부분과 함께 표현된 SUT 와의 인터페이스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에 SUT 를 

구현하기 위해 ICE(In Circuit Emulator)를 이용하여 테
스트를 수행한 예[7] 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사양

으로부터 임베디드 시스템을 상태기계(State Machine)
로 표현하였으며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나온 테스트 
명령을 ICE 를 통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고 
임베디드 시스템의 메모리를 검사하여 테스트를 수행

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ICE 를 통한 테스트의 수행은 
한번에 하나의 사건(Evnet) 혹은 값(value)을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테스트

는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ICE 를 통한 테스트는 정확

한 시간 제약의 조건을 테스트하기가 어렵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테스트 하기 위하여 테스트 시

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한 연구[6]에서는 테스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IEEE488 
(GPIB, General Purpose Interface Bus)를 이용하고 OIM 
(Out In Methodology)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한 예가 있
다. OIM 은 임베디드 시스템을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테스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그리고 구
현을 위해 임베디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위한 명령(Interface Language 
Command)을 설계하였다. 이 방법론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테스트 하기 위해 테스트 명령을 임베디드 
시스템의 기능(Function)별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설
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의 기능

(Function)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즉 다른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시스템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 논
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각각의 기능(Function)에 
의존하지 않고 임베디드 시스템의 의존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보다 일반

적인 테스트 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한다.       
 

3. 임베디드 시스템의 테스트 방법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화이트 박스 테스트와 블랙 박스 테
스트 방법이 있는데, 화이트 박스 테스트는 구현된 코
드를 보고 각 구현된 모듈 및 함수들을 테스트 하는

것이고 블랙 박스 테스트는 시스템의 사양서에 기술

된 동작과 요구사항이 정확히 맞는지 테스트 하는 것
이다[2]. 이 논문에서는 블랙 박스 테스트 수행에 따
른 테스트 모델을 제시한다. 블랙박스 테스트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사양으로부터 임베디드 시스

템을 모델링 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화를 통해 테스트

에 적합하도록 SUT 를 구성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림 2

처럼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블랙 박스 테스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

 
[그림 2. 임베디드 시스템의 단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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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I/O 에 의한 동작에 중점을 둔다.  
입력 값 In 는 센서, 키보드 등의 외부 입력 장치에

의한 값(Value)이나 사건(Event) 혹은 신호(Signal)이다. 
그리고 출력 On 는 모터나 LCD 같은 출력 장치로 보
내지는 값(Value)이나 동작(Action) 혹은 신호(Signal)이
다. 각각의 입출력은 형태나 그 범위는 각기 다르며 
물리적인 실제 값을 가지는 것도 있고 시스템의 특정 
상태를 표현하는 개념적인 값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테스트 하기 위해서 입
출력 변수조작(I/O Value Manipu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모델링한다.  

 

 
[그림 3. 임베디드 시스템의 입출력 변수 조작] 

 
시스템의 다양한 입출력은 값(Value)이 될 수도 있

고 동작(Action)이나 사건(Event) 혹은 신호(Signal)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출력으로부터 임베디

드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입출

력 변수조작에 의해 임베디드 시스템을 FSM(finite 
State Machine)과 Logic 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FSM 과 Logic 으로 표현하기 위
해서 각종 입출력 변수들은 FSM 과 Logic 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작 혹은 변형되는 과정을 거친다. 각 
입출력 변수의 조작(Manipulation) 정보는 임베디드 시
스템의 사양을 바탕으로 하며 그림 3 에서 In 는 임베

디드 시스템에 입력되는 물리적인 수치이며 FSM 과 
Logic 에서 해석되는 값으로 나타낸 것이 in 이다. In 는 
연속적이고 실제적인 값을 나타내는 반면 in는 분리 
되고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림 4 에서 온도센서의 경우 물리적인 수치가 3.5V
이면 이것을 입력 변수 조작과정을 거치게 되면 23 도

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키입력과 같은 이벤트의 경우 
전기적인 신호 0V 와 5V 혹은 엔코딩된 신호(signal)등
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된 경우 이것은 ON, OFF 
등으로 나타내면 FSM 과 logic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변수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조작은 임베디드 시스

템을 모델링할 때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며 자동화 테
스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그림 4. 센서 I/O 데이터 변환 테이블] 
 

4. 입출력 변수 조작 방법에 의한 자동화 테스트 시

스템 설계 

앞서 말한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 설계에서 입출력 
변수 조작 방법에 의해 테스트 케이스를 위한 테스트 
명령과 SUT 와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설계한다.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명령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다.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사양

으로부터 도출한 FSM 모델에 기초한다. 따라서 테스

트 케이스를 이루고 있는 테스트 명령들은 FSM 을 동
작시킬 수 있는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테스트 케
이스에서부터 SUT 에 전달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그림

5 에 나타나 있다.  
테스트 명령으로 변환이 완료되면 각각의 테스트 

명령은 테스트 엔진에 의하여 SUT 로 전달되게 된다. 
SUT 는 임베디드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각
각의 테스트 명령들을 전달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 
테스트 명령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SUT 는 임베디

드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그 구조와 인터페이스가 달
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베디드 시스템에 많이 사
용되는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로는 USB, GPIB, RS232, 
Ethernet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5.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명령의 변환과정] 

SensorName AD Value 
SEN_Ambient 129 24.5'C 

  128 24'C 

  127 23.5'C 

  126 23'C 

  125 22.5'C 

  124 22'C 

  123 21.5'C 

  122 21'C 

  121 20.5'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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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인터

페이스 중에서 RS232 를 이용하여 테스트 명령을 테
스트 시스템에 적용된 예를 보여준다. RS232 는 가장 
일반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의 통신 수단이며 가장 쉽
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S232 를 통
한 테스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프로토콜을 설계

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임베디

드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특
히 자원의 제약이 많은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통신 
처리 루틴으로 인하여 임베디드 시스템 전체의 성능

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전체 테스트 
속도를 최적화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작성하여야 한
다.  

그림 6 은 테스트 진행 예제를 보여준다. 테스트 엔
진은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해석하여 해당 임베디

드 시스템에 맞는 데이터를 저장소로부터 가져와서 
입출력 변수들을 변환하고 테스트 명령을 만들어서 
SUT 로 보낸다. SUT 는 테스트 시작과 종료 그리고 입
출력 값의 전송으로 쉽고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그림 6. 테스트 진행 예제] 

 
5. 결론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은 임베디드 시스템을 테스트 
하는데 편리한 도구를 제공하는 만큼 그 유용성이 높
고 임베디드 시스템의 신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테스트용 인터페이스를 중
심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알아보고 구현 예를 통하

여 실제적인 테스트 실행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테스트 시스템의 연구에서 제시했

던 방법론에서 불명확 했었던 테스트 명령의 적용을 
임베디드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를 일반화시킴으로써 
보다 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데 간단한 테스트 명
령의 조합으로 생성할 수 있었으며 테스트 시스템 구
축하는데 필요한 점들을 정리함으로써 효과적인 테스

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입출력 변수의 조작

에 의한 테스트 명령의 단순화로 인해 여러 가지 테
스트의 한계가 생긴다. 

우선 입출력 변수의 조작은 FSM 의 모델링에 의존

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모델링에 의해서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가 정의되며 그 특성이 정리 되므로 정확

한 시스템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록 테스트 
케이스가 간단한 테스트 명령으로 조합이 가능해졌지

만 그만큼 복잡한 기능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는 사람

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 특히 시스템의 시간 제약의 
조건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테스트 명령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시간 제약 조건은 테스트 케이스의 테스트 
명령의 조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테스트 명령

이 임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의 통신만으로 해
결함으로써 발생하는 테스트 속도의 지연과 임베디드 
시스템자체의 성능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러

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
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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