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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is highly requested that the more complicated embedded software is used for high 

performance and multiple functions of the systems. This is inevitably increasing the errors. 

Therefore the embedded software testing is getting important recently. There are not general 

testing methods which are able to be applied for any embedded systems, but via this research, 

we introduce a testing method which is based on TTCN-3, a testing standard, for embedded 

systems. A testing environment for network-based embedded software is implemented with 

considering the features of TTCN-3 testing which is based on message exchange. The testing 

environment has two additional parts with TTCN-3 test system, the network analyzer to access 

the network-based systems and the communication interface which is suggested for embedded 

systems in previous work, and we have implemented the whole testing environment with 

interacting these two parts. In addition to the normal testing domain, called single node testing 

as a unit testing of V-model, we suggest another concept to test multiple nodes in network. It 

could be achieved by adding keywords such as supervisor and object which are describing the 

feature of TTCN-3 testing component and generating the TTCN-3 Executable code which 

contains new keywords. The testing has done for embedded software which is based on CAN 

network and the demonstration of the testing environment has been shown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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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베디드 시스템의 활용도가 증가되고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에 내재되는 결함의 

빈도는 높아지고 이는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저

하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만족시

키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우주 항공 산

업, 공정 제어와 같이 안전이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작은 결함 하나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나 커다란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는 사태를 유

발할 수도 있다[1].

임베디드 시스템의 활용이 널리 확산되고 제품

의 품질과 신뢰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나 그 한계점은 여전히 명확하다. 기존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제품 양산 전 제품 

검수 수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품 개발과 병

행되어 개발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지 못하고 형식 

상의 검증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PC와는 달리 시스템에 매우 의존적이고 최적화되어

야 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특성으로 인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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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테스팅 방법론에 대한 논의

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위해 

보다 범용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테스팅 방법론

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

인 ETSI가 제정한 국제 표준 테스팅 언어인 

TTCN-3[2]를 이용하여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 환경을 구축하고, 메시

지 교환을 통해 테스팅을 수행하는TTCN-3 테스팅

의 특징을 고려하여 구축된 테스팅 환경을 네트워

크 기반 시스템[3],[4]에 최적화하였다. 이는 최근 

네트워크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이 널리 활용되는 

자동차, 우주 항공 시스템 분야 등에 적합한 테스팅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소

프트웨어 테스팅과 관련된 다른 연구들에 대해 살

펴 본다. 3장은 테스팅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본이 

되는 테스팅 표준으로써의 TTCN-3에 대해 설명하

고, 4장에서는 TTCN-3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에 적용할 테스팅 환경의 구축 방안을 소개

한다. 구축된 테스팅 환경을 바탕으로 5장과 6장에

서는 네트워크의 테스팅 영역을 싱글 노드 및 멀티 

노드로 나누어 테스팅을 수행한 결과를 보이고, 7장

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Ⅱ. 관련 연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

스팅을 위한 환경은 임베디드 시스템 특성상 다양

한 방법론이 논의되어 왔다. 가상화된 하드웨어 환

경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킴으로써 테

스팅을 수행하는 연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

발이 병행되어야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의 특

성에 비추어볼 때, 하드웨어 개발 없이도 소프트웨

어 개발과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특정 프로세서와 시스템에 특화된 방법으로써 

범용으로 활용될 수 없는 테스팅 환경이다[5]. 따라

서 가상화된 하드웨어 환경에서 TTCN-3 표준을 

적용시켜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 소프

트웨어 테스팅 환경을 구축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6].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에뮬레이션하여 가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TTCN-3를 기반으로 테스팅 하였

지만, 가상화된 환경이 모든 종류의 프로세서에 적

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며 실제 환경으로부터

의 연속적 신호의 입력이나 통신 메시지 송수신을 

완벽히 가상화할 수 없다[7]. 결국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서 센서와 액츄에이터의 연속적 신호 

입출력을 테스팅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었다[8].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와 

TTCN-3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팅 환경에 대

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TTCN-3의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 테스팅 환경 

구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메시지 송수신을 통해 시스템이 운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TTCN-3

를 활용할 경우, TTCN-3 테스팅의 장점을 바탕으

로 보다 신뢰도 높은 테스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9],[10].

TTCN-3는 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ETSI)에서 

국제 표준으로 제정한 테스팅 언어로써, Testing 

and Test Control Notation version 3의 약어이

다. 또한 시스템 테스팅을 위해 TTCN-3 표준 언

어를 이용한 표준 테스팅 환경을 제시하고 있

다.[11] 컴퓨터 통신 시스템 테스팅을 위해 제정되

었던 최초의 표준으로부터 세 번의 개정을 거친 현

재 TTCN-3 표준은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

는 확장된 테스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TTCN-3 표준은 컴퓨터 통신 시스템 테스팅에 기

반을 두고 있으므로 시스템이 송수신하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테스팅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TTCN-3 Test Case는 TTCN-3 표준이 제정하는 

언어에 맞는 TTCN-3 Test Code로 작성되고 

TTCN-3 테스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 즉 SUT(System Under Test)를 테스팅한다.

그림 1. TTCN-3 테스트 시스템

Fig. 1. TTCN-3 test system

TTCN-3 테스트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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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Name Type Description Value (Example)

Message Type of

Operation
Integer

테스트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operation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
CAN = 1, uART = 2, IO = 3,

Message ID Integer 인터페이스의 종류별 식별자
CAN_MSG_0 = 0, CAN_MSG_1 = 1, 

pin 0 of PORT A = 10, Switch_A = 11

Message Direction Byte
TTCN-3 테스트 시스템에서 SUT로의 

송수신 여부를 판단 (RX/TX)

TTCN-3_test_system to SUT = 1,

SUT to TTCN-3_test_system = 2

Meesage Data Long
SUT로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실제 

데이터

CAN data = any value,

Switch ON = 1, Switch OFF = 2

Message Length Byte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바이트 수
CAN data length = 1~8,

IO port control = 0

표 1. Communication Interface 제어를 위한 테스팅 메시지의 정보

Table 1. Testing messages for communication interface behaviour

된다. TTCN-3 Test Code는 Test System이 실행

할 수 있는 언어인 TE(TTCN-3 Executable)[12]

로 변환되고, 이는 테스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entity, 즉 CD(Codec), TM(Test Management), 

CH(Component Handling), SA(SUT Adapter), 

PA(Platform Adapter)와 연동하면서 SUT에 접근

하고 이를 테스팅한다. TE와 다른 entity간의 연동

에 필요한 operation들은 TRI(TTCN-3 Runtime 

Interface)[13]와 TCI(TTCN-3 Control Interface 

)[14]에서 정의된다.

Ⅲ. 테스팅 환경 구축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 환경은 테스팅을 

수행하는 호스트(host)와 검증 대상이 되는 타겟

(target)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

이 있다. 주로 호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PC의 경

우,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인터페이

스에 모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6] 즉, 

PC는 임베디드 프로세서의 입출력 포트, ADC 포트 

및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직접 테스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본 논문에서 타켓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 임베

디드 시스템의 경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

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따라서 PC와 네트

워크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

한 Network Analyzer가 사용되며, 테스팅 환경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 테스팅 환경

Fig. 2. Testing environment

네트워크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

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PC 기반의 호스트인 

TTCN-3 테스트 시스템에서 완벽히 만족시키지 못

하므로 Communication Interface(CI)를 통한 별도

의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CAN 통신 

프로토콜[4]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 임베디

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Target System과 Tester사이에 CAN 

통신이 가능한 Network Analyzer를 추가하고 이를 

통해 테스팅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주고받는다.

추가된 Network Analyzer를 TTCN-3 테스트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CI를 매개로 하여 

TTCN-3 Test Case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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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며, CI는 임베디

드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별도의 디바이스들과 

통신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요소에 대한 정보를 획

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 Communication Interface를 통한 

SUT제어

Fig. 3. Control SUT adapter with 

communication interface

본 연구에서는 TTCN-3 테스트 시스템이 UDP 

통신으로 CI와 통신하며 Serial 통신으로Network 

Analyzer를 동작시키는 형태로 그림 3과 같이 테스

팅 환경을 구현하였다.

TTCN-3 테스트 시스템은 SUT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CI와 Network Analyzer 사이의 메시지 송

수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TTCN-3 테스트 시

스템의 SUT Adapter는 CI와의 통신을 위해 UDP 

메시지를 사용하며 CI는 TTCN-3 테스트 시스템이 

보낸 정보에 의해 Network Analyzer를 동작시킨

다. Network Analyzer의 동작은 본 논문에서 다루

고자 하는 범위가 아니므로, Serial 통신에 사용되

는 data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한다.

TTCN-3 테스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UDP 메

시지가 담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표

1과 같다.

테스팅하고자 하는 대상에 적합한 TTCN-3 테

스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TTCN-3 표준에

서 정의하는 TRI및 TCI operation을 구현해 주어

야 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TRI 및 TCI 

operation은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operation과 TTCN-3 테스트 시스템이 SUT에 접

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16].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위한 본 연구에

서는 TTCN-3 테스트 시스템이 SUT에 직접 접근

하지 않고 CI를 통해 SUT 와 연결된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CI와 TTCN-3 테스트 시스템 간의 

통신은 UDP 프로토콜에 따른다. 따라서 TTCN-3 

테스트 시스템의 TRI및 TCI operation들은 UDP 

통신을 위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는 

TTCN-3 테스트 시스템의 entity 중에서 Codec과 

SUT Adapter 부분들을 구현하는 것과 동일한 개

념이다.

4.1 Codec

TTCN-3 테스트 시스템의 Codec은TTCN-3 

Code의 데이터 및 메시지를 실제 SUT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TTCN-3테스트 시스템과 SUT 사이의 통신에 사용

되는 프로토콜에 따라 TTCN-3 Code에 담긴 정보

들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반대로 SUT로부터 수

신된 정보는 TTCN-3 테스트 시스템의 사용자가 인

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TTCN-3 Code에 기술되는 데이터 및 메시지와 

SUT와의 통신에 사용될 실제 데이터 및 메시지 간

의 encoding /decoding 을 담당하는 것이 Codec이

다.

본 논문은 UDP 통신을 매개로 하여 TTCN-3 

테스트 시스템이 CI와 통신하고 이를 통해 SUT에 

접근한다. 따라서 TTCN-3 테스트 시스템의 Codec

은 UDP 프로토콜에 의해 TTCN-3 Code를 

encoding/decoding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이는 TTworkbench 툴의 TTCN-3 project 에서 관

련 코드 수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4.2 SUT Adapter

TTCN-3 테스트 시스템이 SUT에 접근하기 위

한 entity인 SUT Adapter(SA)는 UDP 통신을 통해 

CI와 통신하므로 UDP 통신을 실현할 수 있는 

operation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SA를 구성하는 

operation들은 대부분 테스팅을 수행하기 위한 

operation들이다. 즉, 테스트 케이스 실행, 테스팅 컴

포넌트 간의 맵핑, 테스팅 메시지 송수신 등을 수행

하는 operation들로 구성되며 TTworkbench 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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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N-3 project 에서 관련 코드를 수정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4.3 Communication Interface(CI)

TTCN-3 테스트 시스템과 SUT 간의 연결은 

CI를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구현은 네트워

크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테스팅 환경 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UDP 메시지의 수신을 통해 

TTCN-3 테스트 시스템이 검증하고자 하는 요소를 

판별하고 SUT에 접근하여 이를 테스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CI는 UDP 통신 메시지를 수신하여 

TTCN-3 테스트 시스템이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를 판단하고 Network Analyzer를 동작시키는 역할

을 수행하여야 하며, 반대로 SUT로부터 수신된 

CAN 메시지를 UDP 메시지로 재구성하여TTCN-3 

테스트 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CI는 다음 표 2와 

같은 의사 코드를 따라 구현하였다.

Generate a serial port;

Initialize a serial port;

Open the port;

try {

  Generate a Socket for UDP communication;

    ……(생략)……

  while (true) {

    Receive Msg. from TTCN‐3 test system via   

    UDP communication 

      if ( Message Type of received UDP msg. = 

                                    CAN msg.) {

        // operate a Network Analyzer

        Send serial data of Message ID for CAN 

                                  msg. sending   

        Send serial data of Message Data for 

                                CAN msg. sending

        Send serial data of Message Length for 

                                CAN msg. sending

      }

      ……(생략)……

}

표 2. Communication Interface 구현 의사 코드

Table 2. Pseudo code of communication 

interface

5.1 싱글 노드 테스팅

TTCN-3 테스팅 환경을 네트워크 기반 임베디

드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SUT와 TTCN-3 테스트 

시스템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요

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테스트 시나리오를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방법론 중에서 

V-model 테스팅에 따를 경우, 테스팅 하고자 하는 

대상의 영역에 따라 본 연구는 Unit Testing과 

Integration Testing으로 나누어 테스팅 환경을 구축

하였다.

네트워크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은 시스템을 이

루는 다수의 서브 시스템(sub-system), 즉 노드

(node)로 구성된다. 여러 노드 중 테스팅 영역을 하

나의 노드로 제한하고 그 노드에 대한 Unit Testing

을 수행할 경우, 테스팅 환경은 대상이 되는 하나의 

노드를 SUT로 간주하고, 노드와 상호 작용하는 여타

의 노드를 TTCN-3 테스트 시스템이 대체하는 형태

로 구성되며 그림 4와 같은 테스팅 영역이 설정된다.

그림 4. 싱글 노드 테스팅

Fig. 4. Single node testing

5.2 멀티 노드 테스팅

앞서 살펴보았던 싱글 노드 테스팅과 달리 테스

팅의 범주를 확장하여 네트워크상의 다수의 노드를 

검증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테스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V-model 테스팅의 Integration Testing과 같

은 경우, 노드의 상호간 동작을 테스팅 함으로써 전

체 시스템을 이루는 노드들의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TTCN-3 테

스팅은 싱글 노드만을 검증의 범주로 보고 있다. 이

를 확장하여 멀티 노드 테스팅을 위한 TTCN-3 확

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멀티 노드 테스팅의 영

역은 그림 5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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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멀티 노드 테스팅 및 컴포넌트 구성

Fig. 5. Multi node testing and component

5.3 멀티 노드 테스팅을 위한 TTCN-3 확장

멀티 노드 테스팅을 위해서는 기존의 TTCN-3 

표준 언어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림 5와 같은 형태의 테스팅 환경에서 TTCN-3 테스

트 시스템이 관찰자적 입장에 놓고 검증의 대상이 되

는 노드를 테스팅 하기 위해 supervisor와 object라

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이는 TTCN-3 테스

팅 컴포넌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그림 5의 

경우 Tester인 TTCN-3 테스트 시스템은 supervi 

sor로 정의되고 노드 A,B는 object로 정의된다. 즉, 

object로 정의된 테스팅 컴포넌트 간의 실제 메시지 

송수신이 이루어지며, supervisor 컴포넌트는 노드 

간의 메시지 송수신을 관찰하며 테스트 케이스에 부

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IV. 실험

본 연구에서는 TTCN-3 표준에 따라 시스템을 

테스팅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용 툴인 TTwork 

-bench[15]를 기반으로 하여 테스팅 환경을 구축

하였다. TTworkbench는 Java eclipse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TTCN-3 Code를 실행 가능한Java 

Code형태의 TE로 변환해주며, 테스팅에 필요한 에

디팅 기능, 테스트 관리 및 디버깅 등의 기능을 지

원한다. TTworkbench 툴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

지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 TTman: Test Management, execution and 

analysis

● CL Editor: TTCN-3 Core Language Editor

● TTthree: TTCN-3 Compiler

● GFT Editor: Graphical TTCN-3 Editor

● TTdebug: TTCN-3 source code level 

debugging

● RPDE: Runtime plug-in development 

environment

그림 6. TTworkbench 프로젝트 구성

Fig. 6. TTCN-3 Project

TTworkbench에서 TTCN-3 프로젝트는 그림 

6과 같이 TTCN-3 Code와 TTCN-3 테스트 시스

템 구성을 위한 Java Code로 구성되며, 테스팅 시

나리오에 따르는 테스트 케이스는 ttcn3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에 TTCN-3 Code로 기술된다. 그림 6

의 javasrc/com/testingtech/ttcn 폴더의 tci, tri 폴

더의 Java Code를 수정함으로써 TTCN-3 테스트 

시스템의 entity를 수정 및 구현할 수 있다.

2.1 테스트 시나리오

네트워크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하

기 위한 간단한 시나리오를 통해 구현된 테스팅 환경

을 시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CAN 통신을 이용하

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스템을 테스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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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ort canTestPortType message

{ inout testMsg; }

// Test component definition

type component MTC { }

type component systemType

{ port canTestPortType  sysCanTestPort; }

type component ptcType { 

port canTestPortType ptcCanTestPort;  

timer t_timer := 5.0;

}

//  CAN  Test  TTCN‐3  functions  and  altstep 

definitions for common behavior

function f_ptcResetBehavior( ) runs on ptcType {

ptcCanTestPort.send(canTXMsg( ));

// Start timer

t_timer.start;

alt {                  

[] ptcCanTestPort.receive(canRXMsg( )) 

{ setverdict(pass); }

[] ptcCanTestPort.receive 

{ setverdict(fail); }

   [] t_timer.timeout 

   { setverdict(fail); }

}

}

testcase can_tc_01 ( ) runs 

on MTC system systemType {

var ptcType v_tc;

timer t_tc := 5.0;

//Create PTC

v_tc := ptcType.create;

// Mapping ports

map(v_tc:ptcCanTestPort, 

system:sysCanTestPort);

// Start PTC's behavior

v_tc.start(f_ptcSetBehavior( ));

v_tc.done;

// Unmapping ports

unmap(v_tc:ptcCanTestPort, 

system:sysCanTestPort);

}

표 3. 싱글 노드 테스팅을 위한 TTCN-3 코드

Table 3. TTCN-3 Code for single node testing

테스팅 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특정 정보를 요청

하는 CAN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경우 5msec 내에 

요청된 정보를 포함한 CAN 메시지를 송신하는 시스

템이다. 테스팅의 성공 여부의 판단은 시스템이 송신

하는 메시지가 요청한 정보가 맞는지,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메시지의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의해 결

정된다.

Key word Component Description

supervisor

시스템 

외부의

tester 

component

시스템 내부에서 송수신 

되는 메시지를 외부의 

TTCN-3 tester가 모니

터링하여 기술된 test 

case와 부합되는지 여부

를 판단

object

시스템 

내부의

SUT node

테스트 대상이 되는 시

스템 내부의 일반적인 

node로서 시스템의 일

반적인 동작을 수행

표 4. 멀티 노드 컴포넌트

Table 4. Multi node components 

2.2 TTCN-3 테스트 코드

그림 7과 같은 테스트 시나리오는 TTCN-3 표

준에 의해 코드로 기술된다. 앞서 설명한 UDP 메시

지에 포함할 데이터를 테스트 코드에 기술하고 테스

트 시나리오의 동작을 기술한 코드는 표 3과 같다.

2.3 테스팅 시연 결과

TTworkbench툴과 CI를 통해 Network 

Analyzer와 연동할 수 있는 TTCN-3 테스팅 환경을 

구축하고 싱글노드 테스팅을 위한 test case를 시연

해보았다. 테스팅 결과는 그림 8과 같은 형태로 사용

자에게 제공된다. 테스팅 결과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TTCN-3 테스트 코드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

으로 component의 생성과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메시지의 송수신이 기술된 테스

트 케이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테스트 케이스

의 pass/fail 여부를 알려 준다.

3.1 TTCN-3 테스트 코드

추가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싱글 노드 테스팅의 

경우와 동일한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TTCN-3 테

스트 코드를 기술하면 표 5와 같다.

표 5의 TTCN-3 테스트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컴포넌트를 정의함에 있어서 표 4의 정의처럼 

supervisor와 object를 구분함으로써 멀티 노드 영

역에서 TTCN-3 테스트 시스템을 이용한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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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CN‐3 test code for multi‐node testing

// NetworkSupervisorTest.ttcn3

 

module NetworkSupervisorTest

{

type record CANMsg

{ integer msgId, integer msgData }

template testCANRxMsg

{ msgId := 2, msgData := ABCDEFGH }

template testCANTxMsg

{ msgId := 1, msgData := abcdefgh }

type port CANPort message

{ inout CANTestMsg }

type component supervisor  SvcTester{ }

type component object ObjSystemA {

port    CANPort    objSysPortA;

timer    timer_A := 5.0;

}

type component object  ObjSystemB {

port CANPort  objSysPortB;

timer timer_B := 5.0;

}

function testFunc( ) runs on ObjSystemA {

objSysPortA.send(testCANTxMsg);

timer_A.start;

 

alt{

[] objSysPortA.receive(testCANRxMsg)

{ setverdict(pass); }

[] objSysPortA.receive

{ setverdict(fail); }

[] timer_A.timeout{ setverdict(fail); }

} 

}

……(생략)……

표 5. 멀티 노드 테스팅을 위한 TTCN-3 코드

Table 5. TTCN-3 code for multi node testing

그림 7. 싱글 노드 테스팅 시나리오

Fig. 7. Scenario for single node testing

그림 8. 싱글 노드 테스팅 결과 화면

Fig. 8. Experimental results  with single node

3.2 테스팅 시연 결과

싱글 노드 테스팅의 경우와 동일한 테스트 시나

리오를 추가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멀티 노드 테스팅

을 위한 TTCN-3 테스트 코드로 기술하고 이를 표 

6과 같은 의사 코드로 표현되는 TE 코드로 변환하였

다. 표 5의 TTCN-3 테스트 코드를 실행하여 멀티 

노드 테스팅 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멀티 노드 테

스팅에서는 object component로 정의된 두 node 간

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supervisor object인 

TTCN-3 tester가 모두 수신하여 테스팅을 수행한

다. 그림 9에 나타난 테스팅 결과에서는object 

component A에서 B로 송신한 메시지의 정보와 

object component B에서 A로 송신한 메시지의 정

보를 보여주고, 각각의 메시지의 송수신 시간을 보여

줌으로써 테스트 케이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그림 9. 멀티 노드 테스팅 결과 화면

Fig. 9. Experimental results with multi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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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우리는 컴퓨터 통신 시스템을 위한 

테스팅 표준인 TTCN-3를 네트워크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

개하였다. 테스팅 표준으로 제정된 TTCN-3 를 기

반으로CI와 Network Analyzer를 연동하여 네트워

크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트 환경을 구축

하고 임베디드 분야에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

스팅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TTCN-3 테스팅

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테스팅 영역을 보다 확

장하여 네트워크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의 싱글 노

드 및 멀티 노드를 테스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이는 TTCN-3 테스팅 컴포넌트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supervisor, object 키워드를 추가

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TE 코드로 생성해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범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테스팅 방법론을 제시하였지만, 특정 시스

템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나 기능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에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임베

디드 시스템을 테스팅 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TTCN-3 테스팅 환경을 바탕으로 검증 대상에 맞

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38           TTCN-3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테스팅 환경 구축           

저   자   소   개

채 호 창(Hochang Chae)

2006년 8월 : 경북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학사.

2006년~2007년 : 삼성전

자 연구원.

2008년~현재, 경북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학부 석사.

관심분야 :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실시간운영체제.

Email : hc23.chae@gmail.com

김 수 림(Xiulin Jin)

2009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학부 학사.

2009년~현재, 경북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학부 석사.

관심분야 : 임베디드 소프

트웨어, 실시간 운영체제.

Email : kimsuelim@gmail.com

조 정 훈(Jeonghun Cho)

1996년 2월 : KAIST 전

기및전자공학과 학사.

1998년 2월 : KAIST 전

기및전자공학과 석사.

2003년 2월 : KAIST 전

자전산학과 박사.

2003년~2005년 : 하이닉스반도체 선임연구원.

2005년~현재, 경북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학

부 조교수.

관심분야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파일러.

Email : jcho@ee.knu.ac.kr

이 성 훈(Seonghun Lee)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98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학부 박사.

1999년~2002년 : 대우정밀기술연구소.

2002년~2005년 : 국방과학연구소.

2005년~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차량 임베디드 시스템.

Email : shunlee@dg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