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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랜덤 테스트(RT)는 가능한 입력 도메인에서 임의의 입력 값을 선택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

하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블랙 박스 테스트 기법이다. 랜덤 테스트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오류 패턴을 고려한 다양한 Adaptive Random Testing (ART)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 

중 Distance-Based ART (D-ART), Restricted Random Testing (RRT)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수행 

시간이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ART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 

중, Adaptive Random Testing through Iterative Partitioning (IP-ART)가 가장 좋은 성능과 빠른 수행시간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IP-ART 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향상된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1. 서론 

오늘날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소

프트웨어 테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소프트

웨어 테스트의 자동화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랜덤 테스트[1]는 가능한 입력 도메인에서 

임의의 입력 값을 선택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

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블랙 박스 테스트 기법으로, 소

프트웨어 테스트의 자동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랜덤 테스트는 테스트 대상

의 특성이나 소스를 분석을 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

는 방법이기 때문에 테스트 자동화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일 수 있다. 랜덤 테스트보다 효율적인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위해서, 오류 패턴[2]을 고려한 다양한 

Adaptive Random Testing (ART)[3]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ART 기법들은 랜덤 테스트와 비교해서 

30%에서 최대 50%까지 오류 발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7]. 

다양한 ART 기법들 중에서 Distance-Based Adaptive 

Random Test (D-ART)[2], Restricted Random Test (RRT)[4] 

등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계산 복

잡도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4].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 Mirror RRT, Dynamic Partitioning RRT 등의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수행 속도는 크게 감소

시킨 반면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Adaptive Random Testing through Iterative 

Partitioning (IP-ART)[7] 방법은 D-ART, RRT 와 비슷하

거나 조금 더 좋은 효율을 보이면서도, 수행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IP-ART 방법의 효율

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2. 관련연구 

2.1 오류 패턴 

오류를 발생시키는 입력은 입력 도메인 상에서 볼 

때 무리를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블록 

패턴, 스트립 패턴, 포인트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아래 그림 1 은 각 오류 패턴의 예를 보여준다. 

이 중 블록 패턴과 스트립 패턴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패턴의 형태이다[2]. ART 기법들은 이

러한 오류 패턴, 특히 블록 패턴에 기반하여 보다 효

율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사용

한다. 

 

 

(그림 1) 오류 패턴 

2.2 Distance-Based ART 

D-ART 는 가장 처음으로 제안된 ART 방법이다. 이

미 수행한 테스트 케이스와 근접한 입력은 오류를 발

견할 확률이 낮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

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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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 E1, E2, …, El } 를 이미 수행된 테스트 케이스

의 집합이라고 하고, C = { C1, C2, …, CN } 를 후보 테

스트 케이스 집합이라고 한다면, 다음 수식으로 각 후

보 테스트 케이스와 이미 수행한 테스트 케이스들 사

이의 거리를 계산한다[7]. 

(n: 도메인 차원) 

 mini = min{ dist (Ci, Ej) | 1 ≤ j ≤ l } 

 

위의 수식에서 계산한 min1, min2, …, minN 중에서 

MAX {min1, min2, …, minN } 가 되는 Cx를 선택하여 테

스트를 수행한다. 후보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N 은 임

의의 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N = 10 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3].  

 
2.3 Restricted Random Testing 

RRT 는 이미 수행한 테스트 케이스를 중점으로 원

형의 제한 영역을 두고, 이 제한 영역 밖에서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임의

로 선택한 후보 테스트 케이스가 이전에 수행한 테스

트 케이스들이 구성하는 제한 영역 안에 있다면 다른 

후보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한다. 제한 영역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구성하며, R = 1.5 를 사용하는 것이 가

장 효율적이다[6]. 

 

Radius = 
π*

*

n
AR  

R: 상수

A: 도메인 크기

n: 테스트 수행 횟수

 
2.3 ART through Iterative Partitioning 

IP-ART 는 입력 도메인을 가상의 그리드로 나누어 

하나의 셀이 포함하는 영역에서는 하나의 테스트 케

이스만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그리드를 구성

하는 각각의 셀이 RRT 의 제한 영역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림 2 는 IP-ART 의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그림 3 은 IP-ART 의 진행을 단계 별로 보여준다. 

(a) 단계는 첫 번째 테스트 ①을 수행한 후 2x2 그리

드를 구성한 모습이며 더 이상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 

가능한 셀이 없으므로, (b) 3x3 그리드를 생성하게 된

다. (c) 단계는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 가능한 셀들 중

에서 하나의 셀을 임의로 선택하고, 해당 셀 내부에서 

테스트 케이스 ②를 생성한 상태를 보여준다. (d) 단계

는 테스트 케이스 ②를 수행 후 셀들이 변화된 상태

를 보여준다. 

 

3. Modified IP-ART 

Modified IP-ART(M-IP-ART)는 기존의 IP-ART 방식

을 수정하여 다양한 오류 패턴에서 보다 안정적인 성

능을 내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P: 그리드의 크기 

E: 이미 수행한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 

G: PxP Boolean Grid 

1. P = 1, E = Ø로 초기화 한다. 

2. 1) PxP 그리드를 G 를 생성한다. 

2) G 의 모든 셀을 T 로 초기화 한다. 

2) e ∈E 와 e 의 모든 이웃 셀을 F 로 지정한

다. 

3. 만약, T 인 셀이 존재한다면, 

1) T 인 셀 중 임의의 셀을 선택한다. 

2) 선택한 셀 내부에서 임의의 테스트 케이스

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3) 선택한 셀과 이웃 셀들을 F 로 지정한다. 

4) 3 번 단계에서 다시 진행한다. 

4. 만약, T 인 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 P := P + 1 

2) 2 번 단계에서 다시 진행한다. 

(그림 2) IP-ART 알고리즘 

 

3.1 제한 영역 마스크 

M-IP-ART 는 IP-ART 에서 정의한 이웃 셀을 마스크 

형식으로 적용한다. 그림 4 는 제한 영역을 지정하는 

마스크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며, IP-ART 와 같은 방식

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수행된 셀과 그 이웃 셀을 

False 로 지정하여 해당 셀 내부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림 4) M-IP-ART의 제한 영역 

 

 

(그림 3) IP-ART의 진행 방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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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셀 여백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오류 패턴이 블록 패턴일 

경우, 그리드를 구성하는 셀의 크기와 오류 영역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하면, 1) 오류 블록의 위치가 하

나의 셀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할 경우 순수 랜덤 테

스트대비 55%의 테스트 수행 횟수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2) IP-ART 와 같이 셀 내부에서 임의의 위치

를 선택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오류 블록의 위치가 

셀의 위치와 일치하고 않고 여러 셀에 걸쳐있는 형

태가 되면, 랜덤 테스트 대비 85% 정도의 테스트 수

행 횟수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3) 셀 내부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입력 값을 선택하여 테스트

를 수행한다면 셀과 오류 영역이 일치할 때와 같이 

랜덤 테스트 대비 55%의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찾아 낼 수 있다. 

M-IP-ART 에서는, 위와 같은 그리드 방식의 특성

을 고려하여, 셀 내부에 여백을 두어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일정 범위로 좁혀준다.  

 

 

(그림 3) M-IP-ART 셀 여백 적용 

그림 5 는 M-IP-ART 에서 셀 여백의 적용 방법을 

보여준다.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 가능한 셀 ②에서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때 셀 내부에서 일

정한 여백 p 를 두고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된다.  

 

4. 시뮬레이션 

4.1 테스트 환경 구축 

시뮬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환경은 테스트 대상 시

스템(SUT)과 ART 들로 이루어진다. SUT 는 표 1 의 

환경 변수를 기반으로 오류 영역을 임의로 구축하게 

된다.  오류 패턴 중 블록 패턴은 그림 6 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한다. 

 

<표 1> SUT 환경 변수 

항목 값 

입력 도메인 10000 x 10000 (2 차원) 

오류 비율 0.01, 0.005, 0.002, 0.001 

오류 패턴 Block1, Block2, Block3, Strip 

 

 

(그림 4) 블록 패턴의 3가지 형태 

4.2 M-IP-ART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표 2 와 표 3 은 각각 제한 영역 마스크 1 (그림 4-

b)와 마스크 2 (그림 4-c)를 사용하여 셀 여백 p 를 변

경해 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F-Measure

로 보여준다 (각 5000 회 실험의 평균 값). F-Measure

는 다음 수식으로 계산한다. 

F-Measure  =  n: 테스트 수행 횟수  

θ: 오류 비율 

 

<표 2> Mask1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셀 여백 p 
θ 

오류 

패턴 0.20 0.25 0.30 0.35 

Block1 0.630 0.604 0.621 0.616

Block2 0.621 0.593 0.590 0.577

Block3 0.719 0.667 0.698 0.692
0.005 

Strip 0.988 0.993 1.017 0.999

Block1 0.620 0.621 0.625 0.631

Block2 0.620 0.615 0.609 0.596

Block3 0.698 0.693 0.690 0.694
0.002 

Strip 1.002 0.998 0.999 0.985

Block1 0.624 0.630 0.626 0.642

Block2 0.623 0.614 0.609 0.603

Block3 0.706 0.700 0.707 0.712
0.001 

Strip 0.998 0.979 1.026 1.008

평균 0.738 0.726 0.735 0.730

<표 3> Mask2 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셀 여백 p 
θ 

오류 

패턴 0.20 0.25 0.30 0.35 

Block1 0.606 0.611 0.592 0.596

Block2 0.638 0.623 0.618 0.618

Block3 0.704 0.679 0.679 0.646
0.005 

Strip 0.953 0.954 0.941 0.929

Block1 0.602 0.597 0.615 0.605

Block2 0.627 0.638 0.624 0.630

Block3 0.678 0.675 0.658 0.673
0.002 

Strip 0.970 0.949 0.946 0.961

Block1 0.607 0.600 0.588 0.595

Block2 0.621 0.614 0.610 0.633

Block3 0.691 0.671 0.674 0.659
0.001 

Strip 0.958 0.963 0.987 0.984

평균 0.721 0.715 0.711 0.711

 

M-IP-ART 의 실험 결과, 마스크 1 을 사용할 경우 

p = 0.25 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마스크 2 를 

사용할 경우 p = 0.30, 0.35 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셀 여백 p 값이 같을 경우는 항상 마

스크 2 를 사용한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ART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표 4 는 D-ART, RRT, IP-ART, M-IP-ART 를 시뮬레

이션 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 환경에서 각각의 ART

를 5000 회씩 시뮬레이션 한 평균 테스트 횟수를 이

용한 F-Measure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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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RT 시뮬레이션 결과 F-Measure 

ART 

Θ 
오류 

패턴 D-ART RRT 
IP-

ART 

M-IP-

ART 

Block1 0.692 0.652 0.638 0.578

Block2 0.705 0.718 0.711 0.610

Block3 0.817 0.821 0.860 0.669
0.01 

Strip 0.948 0.971 0.919 0.933

Block1 0.659 0.639 0.626 0.596

Block2 0.701 0.684 0.695 0.618

Block3 0.812 0.825 0.878 0.646
0.005 

Strip 0.951 0.935 0.958 0.929

Block1 0.645 0.618 0.596 0.605

Block2 0.669 0.660 0.690 0.630

Block3 0.790 0.806 0.842 0.673
0.002 

Strip 0.941 1.011 0.975 0.961

Block1 0.635 0.597 0.601 0.595

Block2 0.673 0.655 0.680 0.633

Block3 0.815 0.788 0.836 0.659
0.001 

Strip 0.963 0.975 0.985 0.984

평균 0.776 0.766 0.780 0.711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M-IP-ART 는 다른 ARP 

기법들과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록 1 패턴과, 스트립 패턴은 비

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블록 3 패턴에서는 20% 정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테스트의 

평균 수치는 0.711 로 다른 ART 와 비교해서 5% ~ 

7% 정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ART 시뮬레이션 결과 Run Time (sec) 

오류 패턴 
ART 

Block1 Block2 Block3 Strip 

D-ART 6.474 7.529 10.852 17.773

RRT 5.175 6.850 10.906 19.94

IP-ART 0.189 0.232 0.350 0.498

M-IP-ART 

Mask1 
0.131 0.132 0.165 0.303

M-IP-ART 

Mask2 
0.391 0.388 0.522 0.779

 

표 5 는 오류 비율 Θ = 0.005 일 때 각 ART 기법

들의 수행 시간을 보여준다. 실험 환경은 AMD 

Athlon™ 64bit Processor 3000+, 1GB RAM, Windows 

XP, .Net Framework 2.0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ART

들을 각 오류 패턴에 대하여 5000 회씩 실험한 평균 

실행 시간을 측정하였다. 

표 5 의 실험 결과를 보면, M-IP-ART 마스크 1 이 

가장 빠른 수행 속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 IP-ART 

그리고 M-IP-ART 마스크 2 순으로 수행 속도가 느려

지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으며, RRT, D-ART 의 경

우 수행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IP-ART 와 M-IP-ART 는 제외 영역 셀의 개수에 

비례해서 속도가 증가하지만, 세가지 방식 모두 1 초 

이하의 수행 속도를 보여 D-ART, RRT 보다 17 ~ 20

배 정도 빠른 수행 속도를 보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IP-ART 의 성능 보다 향상 시키기 

위해서 정사각형 형태의 제외 영역 대신 다이아몬드 

형태의 제외 영역 마스크를 사용하고, 셀 내부 여백

을 이용하여 다양한 블록 오류 패턴에 대해서 더 좋

은 효율을 보이는 Modified-IP-ART 방식을 제안하였

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성능 향상을 평가하였다. 

M-IP-ART 는 IP-ART 와 비교해서 큰 속도 저하 없이 

블록 패턴의 형태에 따라서 5% ~ 25% 정도의 추가적

인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 수치에서는 5% 

~ 7%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ART 방법들은 사전 경험 및 

테스트로 인한 오류 비율이나, 오류 패턴을 알고 있

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M-IP-ART 를 개선해서 오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효율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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