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도메인 확장을 이용한 반복 분할 기반의 응  랜덤 테스  기법  531

입력 도메인 확장을 이용한 반복 분할 기반의 

응  랜덤 테스  기법

신  승  훈
†
․박  승  규

††

요     약

응  랜덤 테스  (Adaptive Random Testing, ART)은 입력 도메인 내에 테스트 이스를 넓고 고르게 분산시키는 방법을 통해 입력 도

메인 내에 존재하는 오류 패턴을 순수 랜덤 테스  (Random Testing, RT)보다 효율 으로 찾아내기 한 테스트 이스 선택 기법이다. 테스

트 이스 선택에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기 ART 기법인 거리 기반 ART (Distance-based ART, D-ART)와 제한 역 기반 ART 

(Restricted Random Testing, RRT)의 개선을 해 입력 도메인을 반복 분할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고, 이 기법들은 낮은 연산량  성능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입력 도메인 반복 분할 기반 기법에서도 기존 ART 기법에서 나타나는 테스트 이스 분포 불균일 문제가 존재

하고, 이는 기법의 확장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복 분할 기반 기법에서 나타나는 테스트 이스 분포의 특성을 

악하고, 이를 정 수 으로 제어하기 한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을 제안하 으며, 실험을 통해 2차원 입력 도메인에서 3%, 3차원 입력 도메

인에서 10% 수 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 다.

키워드 : 랜덤 테스 , 응  랜덤 테스 , 테스트 이스 선택

Adaptive Random Testing through Iterative Partitioning 

with Enlarged Inpu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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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daptive Random Testing(ART) is one of test case generation algorithms, which was designed to get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fault-detection capability than that of Random Testing(RT) algorithm by locating test cases in evenly spreaded area. Two ART 

algorithms, such as Distance-based ART(D-ART) and Restricted Random Testing(RRT), had been indicated that they have significant 

drawbacks in computations, i.e., consuming quadratic order of runtime. To reduce the amount of computations of D-ART and RRT, 

iterative partitioning of input domain strategy was proposed. They achieved, to some extent, the moderate computation cost with relatively 

high performance of fault detection. Those algorithms, however, have yet the patterns of non-uniform distribution in test cases, which 

obstructs the scalabilit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istribution of test cases in an iterative partitioning strategy, and propose a new 

method of input domain enlargement which makes the test cases get much evenly distributed.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one has about 3 percent of improvement in terms of mean relative F-measure for 2-dimension input domain, and shows 10 

percent improvement for 3-dimens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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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소 트웨어 제품의 품질 보장을 해 수행되는 소 트웨

어 테스 은 소 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 트웨어 테스트 자동화는 이와 같은 소 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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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테스 이 보다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여기

에는 테스트를 한 테스트 이스의 자동 생성  생성된 

테스트 이스를 이용한 소 트웨어의 자동 실행 등이 포함

된다. 근이 가장 용이한 소 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방법의 

하나인 랜덤 테스 은 입력 도메인 내에서 임의의 값을 선택

하여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소

트웨어에 한 테스 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랜덤 

테스 은 소 트웨어 테스  자동화를 한 가장 기본 이고 

요한 방법의 하나로[7], 다양한 어 리 이션에 성공 으로 

용되어왔다[9, 11]. 하지만 랜덤 테스 은 테스트되는 소

DOI: 10.3745/KIPSTD.2008.15-D.4.531



532  정보처리학회논문지 D 제15-D권 제4호(2008.8)

트웨어에 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Chen 등은 소 트웨어 내의 오류들이 특정한 형태를 

이루는 경우, 테스트 이스를 입력 도메인 내에 넓고 고르

게 분산시켜 순수 랜덤 테스 에서보다 더 효율 으로 오류

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응  랜덤 테스 (Adaptive 

Random Testing, ART)을 제안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

양한 응용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다.[4, 6-10].

기존에 제안된 ART 기법들은 순수 랜덤 테스 과 비교 

시 30%에서 최  50% 정도의 향상된 성능을 보이지만[7], 

테스트 이스 사이의 거리 계산에서 발생되는 많은 연산량

으로 인한 테스트 이스 선택 지연과[4, 8], 테스트 이스

의 입력 도메인 내 분포 불균일성으로 인해 입력 도메인 확

장  오류 역 형태 변화 시 기법의 성능이 하되는 등

의 단 을 가진다[4, 8, 10]. 이  많은 연산량에 의한 테스트 

이스 선택 지연은 입력 도메인의 반복 분할 기법을 통해 

효율 으로 개선되었으며[7], 테스트 이스의 입력 도메인 

내 분포 불균일성 문제 해결을 한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

다[9-10]. 하지만 입력 도메인 내 분포 불균일 문제 해결을 

해 제안된 기존 정책들은 테스트 이스 사이의 거리 계

산을 이용하는 기법을 한 것으로, 입력 도메인의 반복 분

할을 이용하는 기법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 도메인의 반복 분할 기법에 용 가능

한 입력 도메인 내 분포 불균일성 완화 정책을 제시하고, 

제안된 정책의 효율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2. 정의  련 연구

2.1 정의

하나의 소 트웨어에 한 유한 크기의 입력 데이터 집합

을 입력 도메인이라 하고, 입력 도메인 내에 존재하는 체 

입력 데이터  소 트웨어의 오류를 유발하는 입력 데이터

의 비율을 오류 비율(θ)이라고 한다. 소 트웨어의 오류를 

유발하는 입력은 입력 도메인 내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군

집을 이루며, 이를 오류 역 혹은 오류 패턴이라고 한다. 

Chan 등에 따르면 오류 패턴은 Block 패턴, Strip 패턴  

Point 패턴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Block  Strip 패턴

이 상 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패턴[5]이다. 따라서 

기존 ART 련 연구에서는 Block 패턴을 심으로 제안된 

정책의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다.

F-measure[8]는 첫 번째 오류를 발견하는 데까지 소요된 

테스트 이스 개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오류 발견 시 테스

트의 진행을 멈추고 오류의 원인을 악하는 작업을 수행하

는 일반 인 소 트웨어 테스  환경에 비추어 볼 때, 

P-measure1)나 E-measure2)보다 직 인 성능 평가 지수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ART 련 연구에서 

기법의 성능 평가에 F-measure가 이용되었으며, 본 논문에

서도 기법들의 성능 비교에 F-measure를 사용한다. 

1) 주어진 테스트 이스 세트를 이용해 오류를 발견할 확률

2) 주어진 테스트 이스 세트를 이용했을 때 발견되는 오류의 평균 개수

순수 랜덤 테스 의 이론  F-measure는 FRT = 1 / θ이고, 

F-measure는 입력 도메인 내의 오류 비율에 향을 받기 

때문에 기법들의 성능의 비교에는 순수 랜덤 테스 이 갖는 

이론  F-measure에 한 평균 상  지수가 이용된다.

평균 상  F-measure = mean FART / FRT 

즉, 평균 상  F-measure가 1인 경우, 순수 랜덤 테스

과 같은 성능을 가짐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운 값일수록 우

수한 성능을, 1보다 큰 값은 순수 랜덤 테스 보다 낮은 성

능을 가짐을 나타낸다.

2.2 련 연구  문제

2.2.1 테스트 이스 자동 생성 기법

소 트웨어 테스트 단계  가장 많은 노력이 소모되며 

자동화가 어려운 단계가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단계[3]

이기 때문에, 테스트 이스의 생성의 자동화는 효율 인 

소 트웨어 테스트를 해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 이스의 자동 생성을 한 연

구를 살펴보면, 우선 블랙박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오

류 패턴을 이용하는 랜덤 기법[4, 6-10]과 유 자 알고리즘 

기반 기법[3] 등이 있으며,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기법에는 알로이 명세를 이용한 기법[2] 등이 있다.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기법은 뮤테이션 테스트를 

해 생성되는 뮤턴트 로그램에 한 테스트 이스의 뮤테이

션 수를 유 자 알고리즘의 합성 함수(fitness function)로 

이용하여, 좀 더 많은 수의 뮤턴트를 식별해낼 수 있는 새

로운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기

법은 소 트웨어의 소스 코드 분석 없이 단지 소 트웨어에 

한 입출력 계만을 이용하는 블랙박스 테스 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랜덤 테스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3]. 하

지만 뮤턴트 로그램의 작성  새로운 테스트 이스 생

성에 뮤테이션 수가 이용되므로 테스트 되는 소 트웨어

에 한 지식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순수한 블랙박스 

테스트를 제로 하는 랜덤 테스 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한편 알로이(alloy) 명세를 이용한 기법은 화이트 박스 테

스 을 기반으로, 소 트웨어의 실행을 요구하지 않는 변형

된 목  지향  테스트 이스 생성 기법(goal-oriented)이다. 

이 기법은 입력 소 트웨어를 계 논리 언어인 알로이 명세

로 변환하고, 생성된 명세로부터 알로이 분석기를 통해 소

트웨어의 경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입력 값을 생성한다

[2]. 이 기법은 소 트웨어 상의 특정 제어 의 일부만으로도 

테스트 이스 생성이 가능하다는 과 사용자가 소 트웨어

의 경로를 선택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장 을 가지

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한 기법이기 때문에 소 트웨

어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계산 그래 (computation graph) 

 유한 상태 모델을 작성하는 등 블랙박스 테스트 기반 테

스트 이스 자동 생성 기법에 비해 상 으로 복잡한 

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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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N=10 N=80

DART

N=2 N=10 N=100

IP-ART

(그림 1) N번째 테스트 이스의 분포 [1, 10]

IP-ART

M-IP-ART, Mask 1

M-IP-ART, Mask 2

(a) 제한 역 마스크 (b) 테스트 이스 편  상(N= 50 )

(그림 2) 제한 역 마스크  테스트 이스 

2.2.2 응  랜덤 테스

테스트 이스의 생성에 유한 개수의 테스트 이스 후보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리 기반 ART(Distance-based ART, 

D-ART)[8]와 이  테스트 이스를 심으로 설정되는 제

한 역을 기반으로 하는 제한 역 기반 ART (Restricted 

ART, RRT)[4]는 ART의 가장 기 이며 표 인 기법이

다. 하지만 D-ART와 RRT의 테스트 이스 선택 정책은 

테스트가 진행될수록 테스트 이스 선택의 기 이 되는 거

리 계산에 필요한 연산량이 증가하여 테스트 이스 선택에 

긴 연산 시간을 요구하는 단 을 가진다. 이러한 단 을 극

복하기 해 입력 도메인을 그리드 형태로 분할하고, 분할

된 역과 역 내의 입력 데이터를 임의로 선택하여 테스

트 이스를 생성하는 입력 도메인 분할 기법들이 제안되는

데, 이러한 기법들 가운데 입력 도메인 반복 분할 기법 

(ART through Iterative Partitioning, IP-ART)은 D-ART

나 RRT보다 아주 은 연산 시간을 사용하지만, 효율성은 

이들 기법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7]. IP-ART는 테스트의 

진행에 따라 입력 도메인의 분할 수 (P)을  높여가면

서, 그리드를 구성하는 한 셀의 크기를 여가는 방식을 기

본으로 하고, 테스트 이스가 선택된 셀과 그 셀의 이웃 

셀을 제한 역으로 설정한다. 즉, 입력 도메인 분할을 통해 

RRT에서의 제한 역을 거리 계산 없이 용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다.

하지만 D-ART, RRT  IP-ART 기법 모두에서는 선택된 

테스트 이스의 입력 도메인 내 분포 불균일 상이 나타나

는데, 이는 오류 비율의 변화, 오류 역의 입력 도메인 내 

치  입력 도메인의 차원수 증가에 따른 기법의 성능 편차 

혹은 성능 하와 같은 단 을 야기한다. (그림 1)은 D-ART

와 IP-ART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입력 도메인 내 테스

트 이스 분포이며, 총 5000회의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선

택된 N번째 테스트 이스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

서 테스트 이스는 으로 표시되었고, 따라서 그림의 어

두운 부분에서 상 으로 더 높은 빈도의 테스트 이스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1, 10].

D-ART나 RRT 기법 사용 시 나타나는 입력 도메인 내 

테스트 이스 분포 불균일성을 해결하기 해 Mayer 등은 

오류 역의 가상 이동[9]과 입력 도메인의 가상 확장 정책

[10] 등을 제안하 으며, 이들은 높은 차원수를 가지는 입력 

도메인에서 기법의 성능 하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

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들은 D-ART  RRT 기법의 사

용 시 나타나는 테스트 이스 편  상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형태의 테스트 이스 편  상을 보

이는 기법에서는 테스트 이스 분포 편  상을 히 

제어할 수 없으며, 이 역시 D-ART와 RRT 기법을 바탕으

로 하기 때문에 테스트 이스 생성에 긴 시간이 요구되는 

단 을 가진다.

이에 따라 입력 도메인 분할 기반 정책인 M-IP-ART 

(Modified IP-ART)가 제안되었으며, 이는 IP-ART 기법이 

사용하는 제한 역의 변경을 통해 IP-ART 기법 사용 시 

나타나는 테스트 이스 분포 편  상의 완화를 시도하

다[1]. M-IP-ART에서 사용하는 제한 역과 이 제한 역

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테스트 이스 분포가 (그림 2)에 

IP-ART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

서와 같이 M-IP-ART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종류의 제한 

역 모두는 IP-ART의 제한 역이 유발하는 테스트 이

스 편  상보다 낮은 수 의 편  상을 유발한다. M-

IP-ART, Mask 2의 경우, 2차원 입력 도메인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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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입력 도메인 확장 (EF=1)

하는 실험에서 IP-ART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M-IP-ART, Mask 1은 이  테스트 이스 인근에서 새로

운 테스트 이스가 선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에, IP-ART보다 낮은 성능을 보인다[1]. 하지만 M-IP-ART 

기법에서도 여 히 가장자리 역에서의 테스트 이스 분

포 불균일 상을 확인되며,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입력 도메인의 가상 확장을 이용한 정책은 기존의 ART 

기법에서 나타나는 테스트 이스 편  상을 히 제어

할 수 있는 효율 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입력 도메인의 확장에 따른 리 부하 증가가 수반되

므로 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력 

도메인 확장을 해서는 가장 먼  입력 도메인의 반복 분

할 방식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테스트 이스 분포 편  

상에 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고, 확장된 입력 도메인 내

에 존재하는 가상 분할 역과 실제 입력 도메인 내에 존재

하는 실제 분할 역간의 구분을 한 정책  가상 테스트 

이스의 생성으로 인한 테스트 이스 리와 입력 도메인 

리를 한 논리 행렬 리 등에 수반되는 자원 사용량 증

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입력 도메인이 테스트 진행

에 따라 이 과 다른 크기를 가진 셀로 분할되므로, 기법의 

성능 향상  용이한 입력 도메인 리를 해 이들을 

히 수용 가능한 형태로 입력 도메인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테스트 이스를 입력 

도메인 내에 더욱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 기법의 성능 

개선  성능 편차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한 일반

으로 소 트웨어에 한 입력이 다차원임을 고려할 때, 

기법의 다양한 형태의 입력 도메인에 한 확장성도 기 할 

수 있게 된다.

3. 테스트 이스 선택 정책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입력 도메인 반복 분할 

방식 기반의 기법에 용 가능한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을 

나타낸다. 확장되는 역을 구성하는 한 셀의 폭은 실제 입

력 도메인을 구성하는 한 셀의 폭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테

스트 이스 분포를 고려해 확장 지수(Enlargement Factor, 

EF)를 조 하도록 하 다. 따라서 입력 도메인이 2차원일 

경우, 확장된 입력 도메인의 분할은 (1+2EF) × (1+2EF) 그리

드에서 시작하여 1씩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실제 입력 도메

인은 확장된 가상 도메인 내부에 치하게 되며, 그 크기는 

입력 도메인 분할에 의한 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

에서 가상 입력 도메인 역은 셀의 폭을 기 으로 하는 고

정 확장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테스트 진행에 따라 그 폭

이 어드는 특징을 보이며, 이 가상 확장 역 내에서 입력 

도메인 반복 분할 방식 기반의 기법에서 나타나는 입력 도메

인 가장자리의 테스트 이스 불균일 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실제 입력 도메인의 크기 변화 없이 가상 입력 도메인의 

정의만을 통하여, 일반 입력 도메인에서 테스트가 진행됨에 

따라 차 넓어지는 특징을 가지는, 입력 도메인 심부에 

치한 균일한 테스트 이스 분포가 이루어지는 역에 실

제 입력 도메인이 치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입력 도메인 확장 방법을 IP-ART와 M-IP-ART 

기법에 용하기 해 각각의 기법이 사용되었을 때의 테스

트 이스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IP-ART의 경우 입력 도메

인 외곽을 둘러싸는 3단의 역에서 테스트 이스 분포 불

균일 상이 발생되고, 그 내부는 순수 랜덤 테스트에서 나타

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균일한 분포를 보인다. M-IP-ART

의 Mask 1에서는 체 입력 도메인에서 체 으로 균일한 

분포를 보이나, 입력 도메인 외곽의 1단의 역에서 안쪽 

역보다 상 으로 높은 테스트 이스 불균일 상을 보

이고, M-IP-ART의 Mask 2에서는 IP-ART 기법보다 불균

일 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입력 도메인 외곽을 둘러싸는 2

단의 역이 다른 역보다 상 으로 불균일 상이 심한 

편이며, 그 내부는 체로 균일한 분포를 보이지만, 이 역 

역시 IP-ART의 내부 역 보다 균일성이 낮다. 이러한 특

징을 고려할 때 IP-ART 기법에서는 EF = 3을, M-IP-ART

의 Mask 1에서는 EF = 1, Mask 2에서는 EF = 2를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IP-ART 기법에 의해 생

성되는 높은 균일성을 가지는 내부 역의 이용은 기법의 

성능 개선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

다. 즉, 입력 도메인의 확장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체 인 입력 도메인 내 테스트 이스 분포 균일성이 높고, 

선택된 테스트 이스 사이의 거리가 정하게 유지되는 

M-IP-ART의 Mask 2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 지만[1], 입

력 도메인 확장을 통한 테스트 이스 분포 불균일 역 배

제는 내부 역에서 균일한 분포를 가지는 IP-ART 기법의 

성능에 더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한 입력 도메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기법은 

자신이 사용하는 제한 역 마스크로부터 많은 향을 받게 

된다. 입력 도메인 분할 기법은 제한 역 마스크를 이용하

여 제한 역에 해당하는 역에서 테스트 이스가 선택되

지 않도록 설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넓은 제한 역 마

스크의 사용은 입력 도메인 확장과 입력 도메인의 차원 수 

증가에 따라 작업 부하 증가를 유발하여 테스트 이스 선

택 속도 하에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확장된 입력 도

메인을 사용하는 기법과 높은 차원수를 가진 입력 도메인을 

상으로 한 테스 에서는 상 으로 넓은 제한 역을 사

용하는 M-IP-ART의 Mask 2보다 IP-ART 기법이 더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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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 ⇔ EF = 0 P = 3 ⇔ EF = 1 P = 9 ⇔ EF = 4 P = 1 ⇔ EF = 0 P = 3 ⇔ EF = 1 P = 9 ⇔ EF = 4

(a) IP-ART, N = 50 (b) M-IP-ART, Mask 2, N = 50

(그림 4) 기 P값 변화에 따른 테스트 이스 분포

IP-ART, l∞ norm ≤ 1 M-IP-ART, Mask 1, 

l2 norm ≤ 1

M-IP-ART, Mask 2, 

l2 norm ≤ 2

IP-ART, l∞ norm ≤ 1 M-IP-ART, Mask 1, 

l2 norm ≤ 1

M-IP-ART, Mask 2, 

l2 norm ≤ 2

(a) 2차원 (b) 3차원

(그림 5) 노름(Norm)을 이용한 제한 역 마스크

테스트 이스 선택 시간과 더 높은 확장성을 가질 것이다. 

M-IP-ART의 Mask 1은 IP-ART 기법보다 더 좁은 제한 

역을 사용해 테스트 이스 선택은 IP-ART보다 신속하

게 이루어지겠지만, 선택된 테스트 이스 사이의 거리가 

충분치 못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단 으로 인한 성

능 하가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3.1 최  분할 수치 변화에 따른 테스트 이스 분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의 용을 

해서는 최  도메인 분할 수치(P)의 변화가 테스트 이스 

분포에 미치는 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제되어야 한다. 

즉, 테스트 이스 분포는 입력 도메인의 확장에 따라 최  

입력 도메인 분할 값이 P = 1에서 P = 1+2EF로 증가하는데 

해 독립 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분할 수치가 테스트 

이스 분포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실험을 P의 최

 값이 1, 3, 9일 때에 해 각각 수행하 고, 그 결과가 (그

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a))는 IP-ART에서의, (그림 

4-(b))는 M-IP-ART Mask2에서의 실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최  분할 수치의 증가는 테스트 이스 

분포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

라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은 입력 도메인 반복 분할 기반 기

법의 성능 개선을 한 정책으로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2 노름(Norm)을 이용한 제한 역 설정

기존의 IP-ART 기법에서는 2차원 이상의 높은 차원수를 

가지는 입력 도메인에 한 제한 역 설정에 2차원에서의 제

한 역 설정 방법을 단순 확장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7]. 

즉, 테스트 이스가 선택된 셀과 그 셀에 인 한(adjacent) 

셀을 제한 역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고차원 입력 도메인에 

해서도 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력 도메인의 차

원수가 4차원 이상이 되면, ‘인 한 셀’의 정의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를 명확한 형태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M-IP-ART 기법의 경우에는 단순한 ‘인  셀’ 개념을 통해 

표 하기 어려운 제한 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 

도메인의 차원수가 증가하게 되면, 제한 역의 표 이 매

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입력 도메인의 

차원수에 무 하게 용 가능한 노름(Norm) 기반의 제한 

역 설정 방법을 정의한다. 

분할된 입력 도메인을 테스트 이스가 선택된 셀을 심

을 원 으로 하는 벡터 공간이라고 할 때, 각 셀의 심

을 셀을 지칭하는 좌표성분으로 하고, 각 셀의 좌표 성분은 

원 으로부터 멀어질수록 1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입력 도

메인 내의 각 셀은 다음과 같은 벡터로 표 이 가능해진다.

x = (x1, x2, . . . ,xn)
t

이 때, 테스트 이스가 선택된 셀에서의 거리 즉, 각 셀

을 나타내는 벡터의 크기는 노름을 이용해 표 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간단한 방법으로 제한 역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우선 IP-ART 기법에서 사용하는 제한 역은 테스트 

이스가 선택된 셀을 둘러싼 모든 셀을 포함해야하므로 
∞
 

노름이 사용 가능하고, M-IP-ART 기법의 제한 역은 셀

의 심 이 테스트 이스가 선택된 셀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존재하는 셀로 바꿔 표  가능하므로 

 노름을 사용하

면 Mask1, Mask2 모두를 간단히 표 할 수 있다. 


∞
와 


 노름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이를 이용해 정의한 제

한 역은 (그림 5)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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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입력 도메인 확장 지수 EF, 제한 역 마스크 M}

D : 실제 입력 도메인, D' : 확장 입력 도메인, P : 입력 도메인 분

할 지수

E : 이 에 테스트 된 테스트 이스의 집합, E = {e1, e2, ... , eN}

G : (P+2EF ) × (P+2EF ) - 논리 그리드

1. P = 1, E = ∅로 기화.

2. (P+2EF ) × (P+2EF )인 그리드 G 생성.

그리드 G를 수용하는 확장 입력 도메인 D' 생성

G를 구성하는 모든 셀을 T로 기화.

{ei | ei∈ (E ∩ D' )}인 모든 ei를 포함한 셀을 기 으로 M 용.

M에 해당되는 G의 셀을 F로 변경.   

3. while ( G 내에 T로 설정된 셀의 수 > 0 ) 

{

T인 셀  임의의 셀 선택.

선택된 셀 내에서 임의의 테스트 이스를 선택 ( TCN+1 ) 

TCN+1을 E에 등록

if ( TCN+1이 D내에 존재 )

{

TCN+1을 사용하여 테스트 수행.

if ( 테스트 결과 오류 발견 ) 테스트 종료.

}

선택된 셀을 기 으로 M 용

M에 해당되는 모든 G의 셀을 F로 변경

}

4. P = P + 1.

2번 단계에서 다시 수행.

<표 2> 입력 도메인 확장 기반의 IP-ART 알고리즘

입력 도메인
2차원 : 10000 × 10000

3차원 : 5000 × 5000 × 5000

오류 비율(Ɵ ) 0.01, 0.005, 0.002, 0.001

오류 패턴 Block1, Block2, Block3

테스트 회수 5000

기법 확장 지수  셀 여백 지수

ED-IP-ART EF = 3

ED-M-IP-ART, Mask1 EF = 1 

ED-M-IP-ART, Mask2 EF = 2

ED-M-IP-ART, Mask2 with CP EF = 2, CP = 0.4

(a) Block 1 (b) Block 2 (c) Block 3

(그림 6) 2차원 입력 도메인에서의 오류 패턴

(그림 7) 셀 여백 지수

<표 3> 실험 환경

3.3 수행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입력 도메인 확장을 이용한 알고리

즘은 IP-ART 수행 알고리즘[7]을 바탕으로 입력 도메인 확

장에 따른 작업이 부가된 형태를 가지며, <표 1>에 기술된 

것과 같은 형태로 동작한다.

실제 입력 도메인을 D, 가상 확장된 입력 도메인을 D' 

이라할 때, 입력 도메인의 확장을 이용하는 정책은 입력 도

메인의 가상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도메인 외부 역 

즉, D'-D 에서 선택된 테스트 이스에 한 처리  리

를 필요로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실제 도메인 외

부에서 테스트 이스가 선택된 경우, 이를 이용한 실제 테

스트는 수행하지 않고, 추후 제한 역 설정에 이용하기 

해 이  수행한 테스트 이스 리스트(E)에 등록만 한다. 

한 P 값의 증가에 따른 확장 입력 도메인의 재분할은 더 

좁아진 (D'-D) 역을 생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재분할 후 

확장 입력 도메인(D') 외부에 존재하는 이  테스트 이스 

{ei |ei ∈ (E -D' )}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테스트 이

스 ei는 이  수행된 테스트 이스를 심으로 생성되는 

제한 역 설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4. 성능 평가

4.1 실험 환경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을 이용한 기법의 성능 평가를 

한 실험은 <표 2>와 같은 입력 라미터를 이용하여 다양

한 오류 비율()  Block 패턴을 가진 가상 입력 도메인을 

구축하여 진행되었다. 오류 비율은 실제 입력 도메인에서 

오류 역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이에 따라 오류 역의 크

기는 ‘실제 입력 도메인의 크기×오류 비율’이 된다.

(그림 6)은 시각 인 특성을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오류 

비율인   = 0.05를 가정했을 때 생성된 오류 패턴의 이다. 

오류 역은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오류 비율

에 맞춰 입력 도메인 내부의 임의 치에 생성된다. 실험을 

해 사용된 Block 패턴의 생성은 오류 역을 구성하는 변

의 비율이 서로 다른 세 가지 형태를 갖도록 하 다.

한, 그리드 방식이 Block 패턴에 해 가지는 장 을 

이용한 셀 여백 지수(CP)[1]를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에 추

가로 용한 실험이 일부 수행되었으며, 셀 여백 지수의 

용은 (그림 7)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셀 여백 지수는 

임의로 선택된 셀 내에서 테스트 이스 선택 시, 셀 여백 

지수를 통해 일정한 비율로 배제된 역에서는 테스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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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ock 1 

(b) Block 2

(c) Block 3

(그림 8) 오류 비율에 따른 성능 변화 - 2차원 입력 도메인

스가 선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용이 되며, 한 셀을 구성하

는 변의 길이가 w일 때, 0 <CP< 0.5w 값을 가진다. 셀 여

백 지수가 용되면, 셀 여백 지수의 값이 클수록 테스트 

이스는 셀의 심부에서 선택되게 되어, Block 1 패턴에 

해 장 을 가지게 되며, 값이 낮아질수록 다른 기법과 유

사한 성능을 보이게 된다. 셀 여백 지수의 성능 평가를 

한 실험에서는 Block 패턴에 해 가장 높은 성능을 유도하

는 것으로 알려진 CP = 0.4를 사용한다[1].

4.2 실험 결과

(그림 8)은 2차원 입력 도메인에서 오류 비율 변화에 따

른 각 ART 기법의 성능 변화를 Block 패턴 1, 2  3에 

해서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오류 비

율이 높은 환경에서 낮은 성능을 보이는 기존의 상이 입

력 도메인 확장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재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을 사용하

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체 으로 평균 3% 정

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역의 형태에 따른 성능은 Block 1 패턴의 경우 

확장 입력 도메인 기반의 IP-ART 기법(ED-IP-ART)이 가

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Block 2와 Block 3 패턴에서는 

Mask2를 이용한 확장 입력 도메인 기반의 M-IP-ART 기

법(ED-MASK2)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IP-ART 기법이 사용하는 제한 역의 형태로 

인한 Block 2  Block 3 패턴에서의 성능 하[1]가 확장 

입력 도메인 방식에서도 그 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입력 도메인 확장을 통해 상 으로 고른 테스트 

이스 분포를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 2차원 입력 도메인

에서는 Block 3 패턴을 제외하면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을 

이용하는 기법별 성능 차이가 최  5%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한 역으로 Mask1을 사용하는 

M-IP-ART 경우에는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을 사용했을 

때(ED-Mask1)와 그 지 않은 때(Mask1) 모두에 해서 오

류 비율에 따른 성능 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Mask1을 통해 생성되는 테스트 이스 분포가 다른 

기법에 비해 상 으로 균등한 분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

류 비율 변화에 한 향을 다른 기법에 비해 게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9)는 3차원 입력 도메인에서 오류 비율 변화에 따

른 각 ART 기법의 성능 변화를 Block 패턴 1, 2  3에 

해서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3차원 입

력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을 이용

할 때, 그 지 않을 때에 비해 평균 10% 정도의 성능 향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테스트 이스 분포 불균일

성이 각 기법의 성능에 미치는 향은 입력 도메인의 차원

수가 증가할수록 더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은 기존 기법에 비해 상 으로 균일한 테스트 

이스 분포를 유발하고, 이를 통한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Block 3 패턴이 θ = 0.05로 분포된 환경에

서는 IP-ART 기법과 Mask 2의 평균 상  F-measure가 1 

이상이 되어 순수 랜덤 테스 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을 통해 1 이하의 값을 갖도록 성능이 

개선되는 등, 오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환경 즉, 기존 기

법들이 낮은 성능을 보 던 환경에서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

의 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

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상 으로 고른 테스트 이스 분

포를 보 던 M-IP-ART Mask1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 평균

은 동일한 환경에서의 IP-ART 기법이나 M-IP-ART Mask2

보다 3～7% 정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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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ock 1 

(b) Block 2

(c) Block 3

(그림 9) 오류 비율에 따른 성능 변화- 3차원 입력 도메인

(a) 2차원 입력 도메인

(b) 3차원 입력 도메인

(그림 10) 셀 여백 지수 용 시 성능 변화(CP=0.4) 

역시 테스트 이스 분포의 불균일성이 입력 도메인 차원수 

증가 시 기법의 성능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기법별 성능 평균을 살펴보면, 기법별 성능 차이는 

1～5% 수 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그  ED-Mask2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오류 비율 변화에 따른 성능 편차는 

2차원 입력 도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Mask1을 사용하는 경

우가 가장 작았고, 특히 ED-Mask1의 경우 Mask1이 보이

는 성능 편차의 1/3 수 의 성능 편차를 보여 오류 비율에 

의한 향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Block 패턴에 따른 

성능은 2차원 입력 도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Block 1 패턴

의 경우 ED-IP-ART가 가장 우수하며, Block 2와 Block 3 

패턴에 해서는 ED-Mask2가 상 으로 더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나 제한 역 형태의 향이 3차원 입력 도메인에서

도 반 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은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이 사용된 경우, 셀 여

백 지수의 용이 기법의 성능에 미치는 향 평가를 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실험은 이  실험에서 다른 

오류 비율에 비해 기법들의 성능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

던   = 0.05와   = 0.01일 때, 타 기법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 던 ED-Mask2와 ED-IP-ART 기법과 셀 여백 지수가 

용된 ED-Mask2 (ED-Mask2, CP)의 성능 비교를 입력 도메

인이 2차원일 때와 3차원일 때에 해 각각 수행하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셀 여백 지수가 용된 경우, 2차원 입력 도메

인에서 평균 4～7%, 3차원 입력 도메인에서 평균 7～10% 정

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류 비율과 

Block 패턴 변화를 포함한 모든 실험 환경에서 셀 여백 지수

가 용된 경우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셀 여백 지수가 용된 ED-Mask2 (ED-Mask2, CP)는 실험 

환경 변화에 따른 성능 편차도 다른 기법에 비해 낮은 수

으로 유지되어 환경 변화에 한 응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셀 여백 지수가 가지는 Block 패턴

에 한 특성이 다양한 환경에서 기법의 성능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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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P-ART

(b) M-IP-ART, Mask1

(c) M-IP-ART, Mask2

(그림 11) 입력 도메인 차원수에 따른 성능 변화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은 입력 도메인 차원수 증가에 따른 주요 기법

별 성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법별

로 차이는 있으나, 모든 기법에서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 

이용 시 입력 도메인 차원수 증가에 따른 성능 하가 감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IP-ART 기법에 한 입

력 도메인 확장 정책 용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환경에 따른 성능 편차가 가장 작은 

Mask1의 경우, 입력 도메인의 확장으로 인한 성능 향상 효

과는 있지만, 입력 도메인 차원수 증가에 따른 성능 감소율 

한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의 사용 과 유사하게 나타나, 

입력 도메인의 차원수가 추가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좋은 성

능을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 용 

시 입력 도메인 차원수 증가로 인한 성능 하율이 가장 낮

은 ED-IP-ART가 비교하는 세 기법  입력 도메인 차원

수 증가에 따른 확장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측된다.

5. 결  론

IP-ART와 M-IP-ART 기법은 D-ART나 RRT 기법의 단

인 테스트 이스 선택에 소요되는 많은 연산량을 그리드 

방식을 이용하여 효율 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체

로 기존 기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특히 M-IP-ART 

기법의 경우 IP-ART 기법에서 사용하는 제한 역 형태 변

경을 통해 2차원 입력 도메인에서 IP-ART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IP-ART와 M-IP-ART 두 기법 모두 

테스트 이스 분포의 균일성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입력 도메

인 차원수 증가에 따른 성능 하가 문제로 지 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기법을 사용했을 때 고른 테스트 

이스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역에 실제 테스트 이

스를 분포시켜, 입력 도메인의 차원수 증가에 따른 성능 하

를 이도록 하는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을 제안하고, 그 성

능을 평가하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이 각 기법에 

사용되는 경우, Block 패턴의 형태에 따른 향 감소  입

력 도메인의 차원수 증가에 따른 응성 증가로, 2차원 입

력 도메인에서 3%, 3차원 입력 도메인에서 10% 수 의 향

상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

이 입력 도메인 차원수 증가에 따른 각 기법의 성능 하 

감소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력 도메인 확장 정책은 기존의 기법에서 보이는 

테스트 이스 분포에 의한 향을 완 히 배제할 수 없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가 되는 기법에서 더욱 

고른 테스트 이스 분포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진행된 실험 한 3차원 입력 도메인 수 까지만 

수행되어, 입력 도메인의 차원수가 추가로 확장되는 경우의 

성능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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