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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델 기반 평가 방법은 블랙박스 테스트의 한 종류로 평가 항목의 생성과 평가 항목의 실행이 
모델 기반 평가 도구를 통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방법이다. 자동차 지능형 헤드램프의 
AFLS/ADB 를 대상으로 무작위 평가 생성 기법과 T-method 평가 생성 기법을 이용 하여 평가 항목

을 생성하고 비교해 보았으며 Vector CANoe 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구성하고 CAPL 을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평가하여 나온 평가 보고서를 확인 하였다. 

 

1. 서론 

기능 평가를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수동 평가 
방법이다. 수동 평가 방법은 평가 항목 개발, 평가 수
행 및 평가 결과 분석 모두를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방법으로 평가자의 숙련도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3] 이후 
Capture/Replay 평가 방법, Script-based 평가 방법, 
Keyword-driven 평가 방법 등으로 발전 되었으나, 모
두 일부 작업은 여전히 수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 될 수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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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려 한다. 모델을 기반으로 여러 평가 항목 
생성 기법을 사용해 최적의 평가 기법을 찾고 평가 
스크립트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평가하여 결과 보고

서를 보고자 한다. 
 

2. 모델 기반 평가 개요 

모델 기반 평가 방법은 평가 대상을 모델링하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요구사항과 평가항목의 관계를 관리

한다. (그림 1)은 기존의 수동 평가 방법과 모델 기반 
평가 방법의 차이를 보여준다. 모델 기반 평가 방법

은 기존의 수동 평가 방법에 비해 많은 단계를 거치

게 되며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2][4] 
첫 번째는 평가 대상의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로 평

가하기를 원하는 대상의 모든 기능이 아닌 평가 하기 
원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모델을 작성한

다. 또한 대부분의 모델링 도구는 자동화된 검증 도
구를 제공하며 이를 이용해서 요구 사항의 오류와 작
성한 추상 모델의 오류를 찾을 수 있으며 모델의 도
작을 예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작성한 모델에서 기능 평가를 위한 추상

적인 평가 항목을 생성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평가 
항목과 평가 항목 생성 방법이 있기에 평가 선택 기
준을 선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추상적인 평가 항목을 실행할 수 있는 
평가 항목으로 변환하는 단계이다. 변환 도구를 이용

하여 추상적인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Test Script 나 
Adaptor code 로 생성된다. 
 
3. 모델 검증과 평가 생성 기법 

3.1 모델 검증기준 
평가 항목의 생성에 사용되는 모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1) 완전성: 각 상태에서 모든 입력에 대한 상태 천이

가 정의 
2) 결정성: 각 상태에서 각 입력에 대해 하나의 상태 

천이만 정의 
3) 최소화: 서로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입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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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출력인 상태가 없음 
4) 강한 연걸: 어느 상태에서나 모든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 

 
(그림 1) 수동 평가와 모델 평가 비교 

3.2 평가 생성 방법 
상태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항목을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에 대한 평가 항목의 수와 평가 범
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항목 생성 기법을 선택한

다. 상태 기반 모델에서 평가 범위를 고려한 평가 생
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태 기반 기법: 각 상태를 방문한 비율로 평가 

범위를 측정 
2) 입력 기반 기법: 평가 대상에 전송한 각기 다른 

입력의 수로 평가 범위를 측정 
3) 출력 기반 기법: 평가 대상에서 응답한 각기 다른 

출력의 수로 평가 범위를 측정 
4) 상태 천이 기반 기법: 평가 대상에서 발생한 상태 

천이의 수로 평가 범위를 측정 
 
4. 모델 기반 평가 시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 기반 평가를 자동차 지능

형 헤드램프의 AFLS/ADB 에 적용하여 평가 자동화를 
수행하였다. 모델 검증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정의된 
상태와 입력, 상태 천이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정의된 상태와 입력, 상태 천이를 바탕으로 T-
method(Transition Tour)를 평가 생성 기법으로 사용하

였다. 검증된 상태 기반 모델에 T-method 를 적용하면  
모든 상태 천이를 거치는 최소한의 평가 항목을 생성 
할 수 있으며 무작위 검증과 비교했을 때 무작위 검
증은 1000 회 이내에서 오류 검출 T-method 는 수십 
회 이내에서 오류가 검출 되었다. 
 
5. 실제 평가 구현 

실제 평가 구현을 위해 Vector CANoe 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였고 시뮬레이션 평가를 위하여 
T-method 의 결과를 바탕으로 Vector 에서 지원하는 
CAPL 언어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평가 스크립트를 작

성하였다. (그림 2)는 CAPL 을 이용하여 생성한 평가 
스크립트이다. [1][5] 
 

<표 1> Transitions, inputs and states of 

ALFS/ADB 
 

 
 

CAPL 을 이용하여 작성된 평가 스크립트는 자동으

로 실행되며 실행결과 또한 (그림 3)과같이 자동으로 
리포트를 생성하여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 CAPL 을 이용한 평가 스크립트 

 

 
(그림 3) 평가 스크립트 평가 보고서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델 기반 평가의 평가 항목 생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동차 지능형 헤드램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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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S/ADB 를 모델링 하고 생성한 모델을 기반으로 
무작위 평가와 T-method 를 비교하여 여러 평가 시험

을 비교할 수 있었고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평가 스
크립트로 실제 평가를 하여 모델 기반 평가를 이용한 
평가 항목 생성을 기술을 확보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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