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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의 안정성이 제품의 상품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품질 검증이 중요해졌다.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위해서 자동 테스트 방
식을 사용할 때, 테스트 오라클이 필요하다. 테스트 오라클을 정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수행 가능한 형태로 기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테스트 오라클 생성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사양에서 오류를 검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양에 내재

가 가능한 다양한 오류 중에서 정합성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과거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간단하고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는 핸드폰, 자동차 에어컨, 의료장비 및 각종 가전기

기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 사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
다. 이와 함께 임베디드 시스템의 안전성이 제품의 상
품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개발 및 생산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의 품질 검증뿐만 아니라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품질 검증도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아
울러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검증 기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테스트란, 
시스템에 시험 목적에 맞는 값을 입력한 후, 시스템의 
출력을 측정하고, 그 출력값이 시스템의 사양과 일치

하는 가를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험을 사람이 직
접 실시하는 수동 테스트(Manual Test)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시스템의 품질을 확인할 정도의 충분한 입
력에 대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기 어려워서 테스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값의 입력이나 출력을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실시하는 자동 테스트

(Automate Test)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다.  

출력이 사양과 일치하는 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위하여는 테스트 오라클(Test Oracle)이 필요하다. 테스

트 오라클이란 임베디드 시스템의 동작에 대한 답안

지에 비유될 수 있다. 즉, 입력을 문제로 볼 때, 그 문
제에 대한 답인 출력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테스트를 위하여는 테스트 오라클을 정확하게 작성하

여야 한다. 테스트 오라클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시스

템의 요구사항(Requirements)을 정확하고 수행 가능한 
형태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

을 계산하여 시스템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판단하

는 기준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스트 오라클 생성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의 사양에서 오류를 검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
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양에 내재가 가능한 다양한 
오류 중에서 정합성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정합성 오류란, 사양 내에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정의하였거나 혹은 기술 방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추진하는 검사와 유사한 
것으로 SCR(Software Cost Reduction)을 들 수 있다[1]. 
SCR 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친근한 테이

블 표기 방식을 사용하여 기술하는 방법이다. [1]에서

는 SCR 에 대한 개요와 함께 정합성 검사(Consistency 
Checking)라고 불리는 유형 오류(Type Errors), 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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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nondeterminism) 그리고 적용 범위(Coverage)와 같은 
각종 오류들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분석 방식을 제공

한다. 본 논문에서는 SCR 과 다른 방법으로 사양이  
입력되었을 떄, 그 사양에서의 정합성을 검사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2 장에서는 임베디

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기
술하는 정형화된 방식을 간단히 소개한다. 3 장에서는 
정합 오류 검사를 위하여 사용한 용어들을 정의하였

다. 4 장에서는 입력된 사양의 정합성(Consistency)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어서 5
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테이블 기반의 사양의 입력 방법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사용

자에게 친근하며 직관적인 테이블 방식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CSPEC 이라 부른다. CSPEC 은 크게 시스템의 
전체적인 행동을 기술하기 위한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을 기반으로 한 방식과 단위 기능을 기
술하기 위한 로직(Logic)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이용

하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2.1 CSPEC 테이블 

CSPEC 은 시스템 전체에 사용될 변수를 정의하는 
테이블, FSM 관련 테이블 3 개 그리고 로직을 기술한 
1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FSM 관련해서는 FSM
의 상태를 정의하는 테이블, FSM 에 사용되는 이벤트

를 정의하는 테이블, 각 상태에서 이벤트 처리를 기술

한 테이블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음 그림과 같은 간단한 

FSM 이 있을 때 이를 CSPEC 에서 정의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그림 1] 간단한 FSM 의 예 

 
 

이름 초기값 최소값 최대값 
A 0 0 10 
B 0 0 5 

[표 1] 변수 테이블 

 
 

이름 상위 상태 값 
S0 System_On 0 

S1 System_On 1 

S2 System_On 2 

[표 2] FSM 상태 테이블 

이벤트 우선 순위 
A_INP_EVT 0 
B_INP_EVT 1 

[표 3] FSM 이벤트 정의 테이블 

상태 이벤트 결정 다음상태 
A>5 S1 S0 A_INP_EVT A<=5 S2 

[표 4] FSM 이벤트 처리 테이블 

3. 용어 정의 

정합성 검사를 설명하기 전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

는 용어들을 정의하고자 한다. 
 조건(Condition) – 논리 연산자가 없는 논리식을 의
미하며, true 혹은 false를 값으로 가진다[5]. 예를 들
면, A>5 등을 가리킨다. 
 결정(Decision) –논리 연산자로 구성된 논리식을 가
리킨다. 논리 연산자가 없는 결정은 조건과 같다. 
만약 결정에 조건이 한번 이상 나타난다면 각 조
건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가정한다[5]. 

 Explicit Condition – 하나의 변수, 관계 연산자, 그리

고 상수로 이루어진 논리식을 가리킨다. 
 Implicit Condition – 두 개 이상의 변수로 이루어진 
논리 식을 가리킨다. 

 Functional Condition – 미리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여 
정의된 논리 식을 가리킨다. 

 Type 1 Decision – Explicit Condition과 논리 연산자로 
구성된 논리 식을 가리킨다. 논리 연산자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 Type 1.A : 하나의 Explicit Condition만 있는 논리

식을 가리킨다. 
- Type 1.B : Explicit Condition과 1개 이상의 AND 

논리 연산자만으로 구성된 논리식을 가리킨다. 
- Type 1.C : Explicit Condition과 1개 이상의 OR 논

리 연산자만으로 구성된 논리식을 가리킨다. 
- Type 1.D : Explicit Condition과 AND와 OR 논리 

연산자가 각각 1개 이상씩 포함된 논리식을 가
리킨다. 

 Type 2 Decision – Implicit Condition과 논리 연산자로 
구성된 논리식을 가리킨다. 논리 연산자가 생략이 
가능하다. 

 Type 3 Decision – Functional condition과 논리 연산자

로 구성된 논리 식을 가리킨다. 논리 연산자가 생
략이 가능하다. 
- Type 3.A : compile time에 수행할 수 있는 함수로 

구성된 functional  condition과 논리 연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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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논리식을 가리킨다. 논리 연산자가 생략

이 가능하다.  
- Type 3.B : run time에만 수행할 수 있는 함수로 

구성된 functional condition과 논리 연산자로 구
성된 논리식을 가리킨다. 논리 연산자가 생략이 
가능하다.  

 
4. 정합성 검사  

4.1 정합성 검사항목 

본 논문에서는 정합성(Consistency) 검사를 위하여 
사양을 기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과 기술

상 범하기 쉬운 논리적 오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문법 검사 – 사전에 정의된 문법에 잘 따르고 있

는지 검사한다. 
② 키워드 검사 – 사양을 기술할 때 사용이 가능한   

키워드가 사용 규칙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를 검사한다. 또한, 사용한 키워드가 사전에 등록

이 된 키워드 인지를 검사한다. 
③ 초기값 검사 – 사양 기술에 사용된 변수들의 초기값이 

변수의 최소~최대 범위 안에 존재하는지 검사한다. 
④ 모호성 검사 – 시스템의 모든 동작이 결정적

(deterministic)인지를 검사한다. 동일한 상태에서 동
일한 사건이 벌어 졌을 때, 두개 이상의 상태로 전
이가 가능하다면 모호하다고 정의한다.  

⑤ 모순성 검사 –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결정이 있
는지 검사한다. 예를 들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을 이용하여 상태전이 조건이 기술되었다면 
이 사양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한다. 

⑥ 적용 범위 검사 – 조건에 사용된 각각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대상으로 사양이 정의 되
었는지를 검사한다. 
①~③의 항목은 ④~⑥의 항목을 검사하기 전에 먼

저 검사되어야 하며,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들로 자
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2. 모호성 검사 

결정들이 모호하다는 말은 시스템의 동작이 예측불

가능 하다는 말과 같다. 예를 들어, 표 6 과 같이 현재 
상태가 S1 이며 A_INP_EVT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전
이가 가능한 다음 상태가 정의되어 있다. 만약 A 와 
B 의 값이 각각 5 와 3 일 때, 첫 번째 조건과 세 번
째 조건이 모두 만족된다. 이 경우 시스템은 다음 상
태를 S2 로 변경할지 아니면 S1 상태를 유지할지를 
결정할 수 없다. 시스템이 결정적이어야 할 경우, 모
호성을 체크해야 한다. 

 
상태 이벤트 결정 다음상태 

A==5 && B==3 S2 
A==5 && B!=3 S1 S1 A_INP_EVT 
A==5 S1 

[표 5] FSM 이벤트 처리 테이블 

모호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들이 항진식

(tautology)인지를 검사하면 된다[1]. 예를 들어 D1, D2, 
D3 라는 결정들이 있을 때 [D1 && D2 && D3]=false 이
면 각 결정들은 서로 겹치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결
정들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조건들이 모두 n 개일 때 
이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2n 개의 interpretation 들을 검
사해보아야 한다[3]. 각 조건들 마다 참과 거짓을 모
두 대입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건을 참 또는 거짓으로 만드는 것조차 쉽
지 않다. 정합성 검사기(Consistency checker)는 조건을 
참 또는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건 내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표 7]의 
변수 테이블과 [표 8]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자.  
 

이름 초기값 최소값 최대값 
A 0 0 10 
B 0 0 5 
C 0 0 10 

[표 6] 변수 테이블 

ID 유형 조건 
C1 Explicit A>5 
C2 Implicit A+B>C 
C3 Functional Range(A,3,7) 

C4 Functional Current_Time() - 
Changed_Time(A)>400 

[표 7] 유형별 조건의 예 

C1 을 참으로 만드는 정수 A 의 값은 {6,7,8,9,10} 
등 5 가지이다. 그리고 거짓으로 만드는 A 의 값은 
{0,1,2,3,4,5} 6 가지 이다. C2 는 A, B, C 의 값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테스트 실행 시에 실제 변수들이 
가지는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된다. 만약 C2
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테스트 해보고자 한다면 
726 가지의 값을 대입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된 변
수의 수(n)가 많고 그 범위(m)가 클수록 경우의 수는 
mn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C3 는 Range 라는 미리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여 
[A>3 && A<7]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C3 를 참으로 
만드는 A 의 값은 {4,5,6} 3 가지 이며, 거짓으로 만드

는 값은 {0,1,2,3,7,8,9,10} 8 가지 이다. 마지막으로, C4
의 의미는 “A 의 값이 변한 후로 400ms 가 지났으면” 
이라는 뜻이다. 이 때 Current_Time()이라는 현재 시간

을 얻어오는 함수를 사용하는데다 A 의 값이 언제 변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C4 는 실행 도중이 아니면 
참 또는 거짓을 결정할 수 가 없다. 
아래의 알고리즘은 C1 과 C3 의 경우 조건을 참으

로 만드는 원소들의 집합(이하 True Set)을 O(1)의 시
간 복잡도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4.1
장에서 정의한 Type 1 에 해당하는 결정들이 항진식인

지를 검사하는 알고리즘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O(2n)의 시간 복잡도를 O(nm)으로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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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ach Condition(Variable) 
  Mark Elements of True Set 
For i=0 to Numer_of_Decisions – 1 
  If type of decision[i] is Type 1 Then 

Cnt_Conflict_Variable=0; 
  For j=i+1 to Number_of_Decisions 

      For each Variable of Decision[i] 
        Decision[j]에 같은 변수가 없으면 
          Cnt_Conflict_Variable++; 
          Continue next variable; 

      Calculate Intersection of True Sets 
          If Intersection is not Empty Set Then 
            Cnt_Conflict_Variable++; 

    End for 
      If type of decision[i] and [j] is Type 1.B Then 
        If Cnt_Conflict_Variable ==  

Number of Elements of Union of Variables in 
Decision[i] and Decision[j] Then 

          Return –EAMBIGUTY; 
    Else 
      If Cnt_Conflict_Variable >= 1 Then 
        Return –EAMBIGUTY; 

   Next j 
Next i 
 
4.3 모순성 검사 

사용자가 방대한 분량의 사양을 작성할 때 논리적

으로 모순된 결정을 기술할 수도 있다. 모순된 결정이

란 논리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두 조건이 논
리 연산자로 연결된 것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ID 유형 조건 
D1 Type 1.B A>5 && A<5 
D2 Type 1.C B==4 || B!=4 

[표 8]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결정의 예 

D1 에서 A 의 어떤 원소도 A<5 와 A>5 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D1 은 항상 거짓이 된다. 
반대로 D2 는 항상 참이 된다. 이처럼 결정의 모순성

(Contradiction)은 모호성(Ambiguity)처럼 시스템의 수행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사용

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 때문에 발생하는 논리적인 모
순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은 Type 1.B 와 Type 1.C 의 결정에 대해서 True 
Set 을 이용하여 모순성을 검사하는 알고리즘이다. 변
수의 수를 n, 범위를 m 이라고 할 때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O(nm)이 된다. 알고리즘에서는 우선 
각 조건에 사용된 변수 별로 True Set 을 구하여 마크

한다. 그리고 D1 처럼 Type 1.B 의 경우에는 교집합을 
구한다. 만약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결정을 참으로 만
드는 원소가 없는 것이므로 항상 거짓이 된다. 그리고 
D2 처럼 Type 1.C 의 경우에는 합집합을 구하고 이것

이 전체 집합이면 항상 참이 된다. 이렇게 참 또는 거
짓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논리식에 의해 항상 참
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경우를 모순이라고 한다.  

If type of a decision is Type 1.B or Type 1.C Then 
For each Condition(Variable) 

        Mark Elements of True Set 
    For each Variable 

If Type 1.B Then  
Calculate Intersection of True Sets 

            If Intersection is Empty Set Then 
                Return –ECONTRADICTION; 

    If Type 1.C Then 
Calculate Union of True Sets 

            If Union is Universal Set Then 
                Return –ECONTRADICTION; 
End If 
 
4.4. 적용 범위 검사  

적용 범위 검사란 조건에 사용된 각각의 변수가 자
신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빠짐없이 기술

하였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적용범위 검사는 True Set
을 이용하면 간단히 구할 수 있다. 각 조건들의 True 
Set 을 구하고 이들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면 
누락된 조건이 있는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 형식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때 
발생 가능한 정합성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모호성, 모순성, 그리고 적용 범위 검사

로 나누고 각 검사별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실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테이블로 기술하고, 기술된 
사양의 정합성 검사를 통해서 제안한 검사방법의 효
율성 및 실용성을 측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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