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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iming diagram은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행동을 표 하기 용이하고 표 된 행동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다는 장  때문에 리 사용되고 

있다. Timing diagram으로 기술된 시스템을 테스트 하기 해서는 여러 기술이 필요하다. 그 의 하나는 테스트 이스 목표들이 존재할 때, 

시스템 모델이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기 해 입력 값들의 시 스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은 Timing diagram모델에 한 테스트 

이스 목표로부터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Timing diagram에서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해서는 입력 waveform과 시간 제약으로 이루어진 시 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입력 집합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선형 계획법을 이용한 근 방식을 택하 는데, 해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Timing diagram 모델을 입력으로 받아 

이를 선형 계획 문제로 변형한다. 2)변형된 선형 계획 문제를 선형 문제 해결 도구를 사용하여 해결한다. 3) 선형 계획 문제의 해답으로부터 

Timing diagram모델의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에 해 이를 선형 계획법으로 모델링 하

는 방법을 형식 으로 기술하 고, 증명을 통해 본 논문의 근 방법의 타당성을 보 으며, 한 도구를 구 하여 Timing diagram 제 모델

로부터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함으로써 본 논문의 유용성을 입증하 다.

키워드: Timing diagram, 테스트 입력 시 스 자동 생성, 선형 계획법

Test Input Sequence Generation Strategy for Timing Diagram using 

Linear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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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ming diagram is popularly utilized for the reason of its advantages; it is convenient for timing diagram to describe behavior of 

system and it is simple for described behaviors to recognize it. Various techniques are needed to test systems described in timing 

diagram. One of them is a technique to derive the system into a certain condition under which a test case is effective. This paper 

proposes a technique to automatically generate the test input sequence to reach the condition for systems described in timing diagram. It 

requires a proper input set which satisfy transition condition restricted by input waveform and timing constraints to generate a test input 

sequence automatically. To solve the problem, this paper chooses an approach utilizing the linear programming, and solving procedure is as 

follows: 1) Get a Timing diagram model as an input, and transforms the timing diagram model into a linear programming problem. 2) 

Solve the linear programming problem using a linear programming tool. 3) Generate test input sequences of a timing diagram model from 

the solution of linear programming problem. This paper addresses the formal method to drive the linear programming model from a given 

timing diagram, shows the feasibility of our approach by prove it, and demonstrates the usability of our paper by showing that our 

implemented tool solves an example of a timing diagram model. 

Keywords: Timing Diagram, Test Input Sequence Generation, Linear Programming

1. 서  론1)

Timing diagram은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행동을 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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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구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Timing diagram

은 과거에는 주로 자공학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에는 소 트웨어 분야에서도 그 사용이 확 되고 있다. 

UML2는 Timing diagram을 시스템을 표 하기 한 도구

로 채택하 으며, 그 의미도 기존의 자공학에서 사용하던 

의미에서 소 트웨어의 행동을 표 하기 한 의미가 추가

되었다. 다른 부분의 시스템을 표 하는 도구들이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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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Timing diagram도 모델로부터 테스트 이스를 생

성할 수 있으며, 테스트 이스 목표에 도달하기 한 테스

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Timing diagram

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고자 하는 연구는 좀

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과 테스트 이스 목 으로부터 테스

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략에 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Timing diagram 모델의 테스트 이스 입력 시 스를 생

성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Timing diagram 모

델에 존재하는 시간제약을 만족시키면서 한 waveform 

입력 값을 생성해야 한다는 이다. 특히 여러 개의 시간 

제약이 복잡하게 얽  있는 모델의 경우 한 시간과 

한 waveform입력 값의 생성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Timing 

diagram 모델을 시간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모델과 존재하

는 모델로 나 고 각각에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

다. 시간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모델은 입력 waveform의 

값들을 하게 생성해 주면 되므로, 이런 모델에 한 테

스트 입력 시 스 생성은 쉬운 문제이다. 시간 제약이 존재

하는 Timing diagram모델에서도 역시 입력 waveform의 값

을 원하는 로 생성하는 것은 쉬운 문제이므로 테스트 입

력 시 스를 생성하기 해서 시간 제약이 차지하고 있는 

구간 내에서 소비하는 시간에 해서만 고려하여 문제를 해

결하고자 했으며, 이를 선형 계획법으로 모형을 모델링 하

여 해결하는 근 방식을 택하 다. 

선형 계획법[7, 8]은 최 화 문제의 일종으로 주어진 선형 

조건들의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여러 결정 변수의 값을 

변화시켜서 선형인 목 함수를 최 화하는 문제로 산업공학

이나, 미시 경제학, 네트워크 경로 최 화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학문이다. 이와 같이 시간 제약들이 차지하고 있

는 구간 내의 소비해야 하는 시간에 해 선형 모형으로 모

델링 하여 그 해를 구함으로써 시간 제약을 만족시키면서 

한 입력 waveform의 값들을 생성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에 

해 모델 내의 임의의 시 에 도달하기 한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을 정의하 으며, Timing diagram 모델로부터 

선형 계획 모형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형식 으로 기술하

다. 선형 계획 모형의 계산은 엑셀의 해 찾기 기능을 사

용하여 선형 계획 문제를 해결하 으며, 이를 임의의 제 

Timing diagram 모델에 용함으로 본 연구의 근 방법으

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에 해서 기술하 으며, 3

장에서는 선형 계획법의 의미와 Timing diagram의 문법  

의미에 해서 기술하 다. 4장에서는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을 정의하고, 입력 waveform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해서 정의하 고,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에 

존재하는 시간 제약상의 문제를 선형 계획 모형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에 해서 기술하 다. 5장에서는 Timing 

diagram 제 모델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 고, 6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로 끝을 맺

는다.

2. 련 연구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기존의 연구는 많은 연구

가 있었는데, 생성 방법에 따라 랜덤 방식, 경로 기반 방식, 

목표 기반 방식으로 나  수 있다. 랜덤 방식은 테스트 입

력 값을 무작 로 생성하여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비교  간단하게 구 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입력 값이 

무작 로 생성되므로 생성된 테스트 이스가 모든 테스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Reactis[5] 도구  오정섭[13]이 랜덤 방식으로 테스트 입력 

값을 생성한다. 경로 기반 방식[11, 14]은 모델을 분석하여 

모델이 행동할 수 있는 경로들의 집합을 추출하고 이 경로

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입력 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Nayak[11]은 UML로 표 된 모델로부터 제어 흐름 기반의 

정보를 추출하여 Structured Composite Graph를 생성하고, 

그래 로부터 모델의 실  가능한 실행 경로를 찾아 한 

입력을 찾는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 고, Lee[14]는 

Modechart로 표 된 사양서를 기반으로 기호 실행 방식을 

통해 기호 수행 트리를 생성하여 테스트 시 스를 생성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경로 기반의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

성하는 방법은 모델로부터 모델의 행  경로를 추출하는 과

정에서 실  가능하지 않은 경로가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경로가 실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단 이 있다. 그리고 목표 기반 방

식[1-4, 6, 9-10, 12-13, 15, 17]은 경로 기반 방식의 실  가

능하지 않은 경로를 찾는 단 을 해결하기 해 제안된 방

식으로 모델의 기 상태로부터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

를 추출하고, 기 상태로부터 목표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

기 한 테스트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해 많은 연구들[3-4, 10, 12, 15, 17]에서는 모델 체킹 도구를 

이용하여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근 방식을 택하 다. 

모델 체킹 도구는 원래 모델과 그 모델이 만족해야 하는 속

성을 입력으로 받아 모델의 모든 경우에 한 행동을 계산

하여 모든 행동에서 속성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고, 만족하

지 못하는 경우 모델의 행 를 반례로 생성함으로 모델을 

검증하는 도구이다. 모델 체킹 도구를 이용한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방법은 모델 체킹 도구에 모델과 속성을 입력

하는데, ‘모델이 기상태로부터 목표 상태에 도달할 수 없

음’을 속성으로 입력하여 모델 체킹 도구가 이와 같은 속성

이 참이 아님을 반례를 통해 찾아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Fröhlich[13]은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문제를 계획

(planning) 문제로 변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근 방법을 

택하 는데, statechart 모델을 인공 지능 분야에서 매우 넓

게 사용되는 표  방식인 STRIPS 계획 언어로 변환하여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Va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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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약 사항 해결 방식으로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했

는데 UML의 Class diagram, OCL, statecharts를 분해하여 

계가 있는 것들끼리 조합하여 (사  조건, 사후 조건, 

이 사  조건, 이 사후 조건)의 집합을 생성하여 

statecharts의 각 이에 해 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Assertion 

기반 방식[1, 2, 6]은 일종의 목표 기반의 방식의 일종으로 

소 트웨어의 디버깅, 테스  도 에 소 트웨어의 에러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방식이다. Assertion 기반으로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소 트웨어가 행동하는 각

각의 상태들에 해 그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그 후에 만족

해야 하는 속성을 assertion으로 기술하며, 만약 로그램이 

실행 도  임의의 상태에서의 행동 이후 기술된 assertion의 

속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 상태에서 재 상태까지

의 행동 경로를 출력 결과로 내보냄으로 소 트웨어의 테스

트 입력 시 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이다. 목표 기반

의 방식에서는 기 상태로부터 목표 상태를 찾기 해 탐

색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 을 가지지만, 부분의 

연구에서 목표 기반의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목표 기반의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Timing diagram의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문제를 선형 계획 문제로 변환하여 해결하

는 근 방법을 택하 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이유

는 선형 계획 문제로 근하게 되면 모든 Timing diagram 

모델의 테스트 입력 시 스의 생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

며, 생성 가능하다고 단된 Timing diagram 모델에 해

서 매우 빠른 속도로 테스트의 입력 시 스 생성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 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모든 모델에 해 

완벽하게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지 못한 것과 비교했

을 때 매우 큰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3. 배경지식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인 선형 계획법과 

Timing diagram에 해 소개하고,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

는 문제를 정의하 다. 3.1 에서 선형 계획법에 해 소개

하 고 정의 3-1에서 선형 계획법으로 해결하기 한 선형 

계획 모형을 정의하 다. 3.2 에서는 Timing diagram의 문

법과 의미를 정의하 는데, 정의 3-2와 정의 3-4에서 각각 

Timing diagram의 문법과 Timing diagram의 행동에 해 

형식 으로 정의하 다.

3.1 선형 계획법

선형 계획법(Linear Programming)은 여러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하나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수학  계획법이다. 제약 조건 식과 목 은 선형

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두 개 이상의 의사 결정 변수가 

존재해야 한다. 를 들어 임의의 변수 x1, x2에 하여 아

래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x1+x2의 값이 최 가 되는 x1, 

x2의 값을 찾는다고 가정하자.

3x1 + 4x2 ≤ 8

-x1 + x2 ≤ 1

2x1 + x2 ≤ 4

x1 ≥ 0

x2 ≥ 0 

이 문제에서 x1, x2는 의사 결정 변수가 되며 제약 조건

식은 다섯 개가 되며, 목 함수는 x1+x2의 최 값이 된다. 

 에서는 의사 결정 변수의 개수가 두 개 이므로, (그림 

1)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그림 1)

의 음 처리 된 부분은 의 문제에서 제약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x1, x2의 값의 범 를 나타내며, x1 = 8/5, x2 = 4/5

일 때, x1 + x2는 최 값을 갖는다. 이와 같은 선형 계획 모

형에 한 형식  정의는 정의 3-1과 같다. 

(그림 1) 그래 에 의한 선형 계획 문제의 해결

[정의 3-1] 선형 계획 모형

선형 계획 모형 lp는 <χ, ƒ, >로 구성되며 여기서 χ는 

결정 변수, ƒ는 목 함수, γ는 제약 조건식의 집합을 의미한

다. 결정변수 χ = { χ1, χ2, … , χk}는 목 함수 ƒ의 라미

터이다. 제약 조건식   = {1, 2, …, n}는 결정 변수로 이

루어진 조건식이며, 목 함수는 결정 변수들의 함수 ƒ(χ1, χ

2, …, χk)로 표 되며 목 함수의 값을 최 화, 최소화, 혹은 

임의의 지정된 값을 찾는 것이 선형 계획 모형의 목표이다. 

3.2 Timing diagram의 문법과 의미

이 에서는 본 논문에서 상으로 하는 모델인 Timing 

diagram의 문법과 Timing diagram의 행동에 해서 설명할 

것이다. 정의 3-2과 정의 3-3에서 Timing diagram의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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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난 경보 모델에 한 Timing diagram

을 기술하 고 정의 3-3에서 Timing diagram의 행동에 

해 정의하 다.

[정의 3-2] Timing diagram의 문법

Timing diagram TD는 <X, Y, Σ, D, C, ρ, δ>로 구성되

어 있는데, X는 입력 waveform의 집합, Y는 출력 

waveform의 집합, Σ = {Signal, Event}는 waveform 타입의 

집합을 의미하며, D는 시 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시 은 입

력 waveform의 값의 변화의 경계 을 의미한다. 그리고 C

는 시간 제약의 집합을 의미하며, 시간 제약에 한 정의는 

정의 3-3와 같다. ρ: (X ∪ Y) → Σ는 waveform에 한 타

입을 정의하는 함수를 의미하며, δ: (X ∪ Y) x D → 

VALUE는 waveform과 시 에 한 값을 정의하는 함수를 

의미하며, VALUE는 값의 집합을 의미한다.      ■

[정의 3-3] 시간 제약 

임의의 TD = <X, Y, Σ, D, C, ρ, δ>에 해 시간 제약 

C는 <ds, de, t, v>로 구성되어 있으며 ds ∈ D, de ∈ D는 

각각 시작 시 , 끝 시 을 의미하고, T = {Duration, In, 

After}는 시간 제약의 타입의 집합일 때, t ∈ T는 시간 제

약의 타입을 의미하고, v ∈ N (N은 자연수)는 시간 제약의 

값을 의미한다. 시간 제약 타입 Duration은 시작 시 에서 

끝 시  기간의 시간이 시간 제약의 값이어야 함을 의미하

며, In은 시간 제약의 값보다 구간 내의 시간이 작아야 함을 

의미하며, After는 시간 제약의 값보다 구간내의 시간이 커

야 함을 의미한다.      ■

정의 3-3의 시간 제약에 해 를 들어 설명하면 시간 

제약 tc1 = <ds1, de1, Duration, _3sec>이 있을 때, tc1의 제

약은 시간 제약 구간 [ds1, de1]내에서 소비한 시간이 _3sec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구간 내의 시간이 _3sec이면 

시간 제약을 만족한 것이 되지만, _3sec보다 크면 시간 제약 

tc1을 반한 것이 된다. 한 시간 제약 tc2 = <ds2, de2, In, 

_5sec>의 제약은 구간 [ds2, de2]내에서 소비한 시간이 _5sec

이내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 구간 내에서 소비한 

시간이 _5sec보다 작으면 시간제약을 만족한 것이지만 _5sec

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그 조건은 tc2를 반한 것이 된다. 

그리고 시간 제약 tc3 = <ds3, de3, After, _7sec>에 해 tc3

는 구간 [ds3, de3]내에서 소비한 시간이 _7sec보다 클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 구간 내에서 소비한 시간이 _7sec이내이

면 시간 제약을 불만족한 것이 되며, _7sec보다 크게 되면 

시간 제약을 만족한 것이 된다. After 타입의 시간 제약에 

해서는 제약의 반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모든 

시간 제약은 불만족, 만족, 반의 3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

다. 시간 제약의 불만족은 재는 시간 제약의 조건을 충족

하지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이고, 만족은 시간 제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를 의

미한다. 반은 시간 제약의 조건을 재 충족하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 충족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Timing diagram의 매 시 마다 입력 waveform은 특정

한 값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를 들어서 어떤 시 에

서 어떤 입력 waveform의 값이 어떤 값이 되어도 상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무 상 (don’t care)이란 의

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림 상으로 표 할 때에는 빗 으로 

표 할 수 있다. (그림 2)는 도난 경보 모델을 Timing 

diagram 모델로 표 한 그림이다. 여기서 입력 Waveform의 

집합 X = {Ready, Alarm}이고 출력 Waveform의 집합 Y= 

{Alarm_State, Indicator}이다. 시 의 집합 D = {d1, d2, d3, 

d4, d5}이며, Σ(Ready) = Signal, Σ(Alarm) = Signal, Σ

(Alarm_State) = Signal, Σ(Indicator) = Signal로 그림 2의 

모델에서 모든 waveform의 타입은 시그 이며, Ready의 d1, 

d2, d3에서의 값은 각각 δ(Ready, d1) = 0, δ(Ready, d2) = 1, 

δ(Ready, d3) = 1이다. 그리고 하나의 시간 제약 tc1이 있는

데, tc1 = <d3, d4, After, _3sec>이다. 

[정의 3-4] Timing diagram의 행동

임의의 Timing diagram TD = <X, Y, Σ, D, C, ρ, δ>에

서 D = {d1, d2, … , dn}일 때, d0를 Timing diagram이 기

화되지 않을 때의 시 으로 정의하도록 하자. TD의 행동은 

재 시  dprev의 입력 waveform들의 벡터 값 Vinputs과 

재 시 으로부터 지난 시간 telapsed에 한 변화된 시  dpost

과 출력 waveform들의 벡터 값 Voutputs으로 표 되며 dpost

와 Voutputs은 [dpost Voutputs] = fTransition(dprev, Vinputs, telapsed)으

로 정의된다.

(1) fTransition에서 dpost의 정의

(a) i의 값이 (0 ≤ i ≤ n-2)이고 재 시 (dprev)이 di일 

때, 변화된 시 (dpost)가 di+1이 되기 한 조건: 재 

시 을 커버하고 있는 시간 제약들에 해 제약 조건

을 반하지 않아야 하고 입력 waveform의 값이 

Timing diagram에 기술된 다음 시 의 값과 같으면

서 다음 시 에서 끝나는 시간 제약들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b) i의 값이 (0 ≤ i ≤ n-2)이고 재 시 (dprev)이 di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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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재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 재 시 을 커버하

고 있는 시간 제약들에 해 제약 조건을 반하지 

않아야 하고 입력 waveform의 값이 Timing diagram

에 기술된 재 시 의 값과 같아야 한다. 

(c) i의 값이 (1 ≤ i ≤ n-2)이고 재 시 (dprev)이 di일 

때, TD가 비정상 으로 종료하는 조건: 재 시 을 

커버하고 있는 시간 제약들  어도 하나가 제약 

조건을 반하거나 입력 waveform의 값이 재 상태

를 유지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시 으로 

이동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야 한다.

(d) 재 시 (dprev)이 dn-2일 때, TD가 정상 으로 종료

하는 조건: 재 시 을 커버하고 있는 시간 제약들

에 해 제약 조건을 반하지 않아야 하고 입력 

waveform의 값이 Timing diagram에 기술된 다음 시

의 값과 같으면서 다음 시 에서 끝나는 시간 제약

들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2) fTransition에서 Voutputs의 정의

(a) fTransition에 의해 시 이 di에서 di+1로 이동하게 된 경우: 

Voutputs는 구간 [di+1, di+2]에 표 된 값으로 정의된다.

(b) fTransition에 의해 재 시 을 유지하는 경우: 출력 행

동은 없다

(c) fTransition에 의해 TD가 비정상 으로 종료하는 경우: 

출력 행동은 없다

(d) fTransition에 의해 TD가 정상 으로 종료하는 경우: 

Voutputs는 구간 [dn-1, dn]에 표 된 값으로 정의된다.■

정의 3-4에 정의되어 있는 Timing diagram의 행동에 

해 (그림 2)를 를 들어서 설명하면, Timing diagram이 

기화 되어 있지 않을 때, Ready와 Alaram의 값이 모두 0이 

되면 Timing diagram은 기화되며, 이 때의 Alarm_State

와 Indicator의 값은 모두 0이 되며, 시 은 d0에서 d1로 이

동하게 된다. 그리고 시 이 d1에 있을 때 d2로 이동하기 

해서는 (Ready, Alaram)의 값은 (1, 0)이 되어야 한다. d2에

서 d3로 이동하기 해서는 (Ready, Alaram)의 값은 (1, 1)

이 되어야 하며, d3에서 d4로 이동하기 해서는 (Ready, 

Alaram)의 값이 (1, 1)인 상태를 유지한 채로 _3sec가 지나

야 한다. d3에서 d4로 이동할 때의 출력 결과는 Alarm_State

와 Indicator의 값은 모두 1이 되며 Timing diagram은 정상

으로 종료된다. 만약 d2에서 (Ready, Alaram)의 값이 (0, 

0)이 된다면 이 값은 재 시 을 유지하기 한 조건도 만

족하지 못하며, 다음 시 으로 이동하기 한 조건도 만족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Timing diagram은 비 정상

으로 종료하게 된다.

4. Timing diagram의 테스트 입력 시 스 생성

이 장에서는 Timing diagram 모델 TD의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해서 설명한다. 정의 4-1에서 

테스트 이스 목표에 해 정의하 으며, 문제 4-2에서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해서 정의하 다. 문제 

4-2의 테스트 입력 시 스 알고리즘이 동작하기 한 제

조건은 테스트 이스 목표에 속한 시 (d)까지 TD를 이동

시켜야 한다. 이를 해서 정의 4-3에서 Timing diagram의 

도달 가능성에 해서 정의하 다. 그리고 TD를 d까지 이

동시키기 해서는 시간과 입력 waveform들의 값에 한 

벡터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정의 4-4에서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을 정의하 는데, 여기서 시간과 입력 waveform

은 제어 가능함을 제로 하 다. 

[정의 4-1] 테스트 이스 목표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 TD = <X, Y, Σ, D, C, ρ, 

δ>에 한 TD의 테스트 이스 목표 obj는 <d, VInputs, 

Constraints_Time>로 구성되어 있는데, d ∈ D는 Timing 

diagram의 시 을 의미하고, VInputs는 입력 waveform들의 

벡터 값을 의미하며, Constraints_Time은 시  d에서 VInputs

이 들어오기 에 소비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를 들

어 어떤 obj = <d3, Vinputs, 3>가 있다고 할 때 이 테스트 목

의 의미는 d3시 에서 3 tick을 소비하고 Vinputs값이 입력

으로부터 들어와야 함을 의미한다.                      ■

[문제 4-2] Timing diagram의 테스트 입력 시 스 생성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 TD = <X, Y, Σ, D, C, ρ, 

δ>과 TD의 테스트 이스 목표 obj = <d, VInputs, 

Constraints_Time>에 해 테스트 입력 시 스 알고리즘

(AlgTIS)은 TD, obj를 입력으로 받아서 테스트 입력 시 스를 

결과로 생성하거나 혹은 생성 불가능함을 결과로 생성한다. ■

[정의 4-3] Timing diagram 모델 TD에 속한 시  dk의 

도달 가능성

임의의 Timing diagram TD = <X, Y, Σ, D, C, ρ, δ>이

고, D = {d1, d2, …, dn}에 해 기 시 에서 1≤k≤n-1인 

dk의 시 으로 이동할 수 있을 때, 그 TD를 k-reachable이

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특별히 TD가 dn-1시 까지 이동할 

수 있을 때, 그 TD를 reachable-complete라고 정의한다. ■

[정의 4-4]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 

X = {w1, w2, …, wm}인 임의의 Timing diagram TD = 

<X, Y, Σ, D, C, ρ, δ>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 

TBL은 <time, Vector>의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time

은 기 상태로부터 흐른 시간, Vector는 (value1, value2, 

…, valuem)로 구성되어 있는 입력 벡터로, 1≤i≤m인 i에 

한, valuei는 wi에 한 값을 의미한다.                  ■

앞으로의 편의를 해 테스트 입력 테이블 TBL과 련

된 표 에서 TBL(j)를 TBL의 j번째 행으로, time(i)는 TBL

의 i번째 행의 time값으로 표 하도록 하겠다.

[정리 4-5] 시간 제약이 없는 Timing diagram의 도달 

가능성

X ={w1, w2, … wm}이고 Y = {wm+1, …, wk}일 때, D = 



TBL(i) ≡ 
< 0 , fvector(i) > , i = 1
< time(i-1)+1 , fvector(i) > , 2 ≤ i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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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Ready Alarm 비고

0 0 0 모델의 기화

1 1 1 d1 → d2로 이

2 0 1 d2 → d3로 이

<표 1> 도난 경보 모델의 d3까지 도달하는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
{d1, d2, …, dn}, C = Ø인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 TD 

= <X, Y, Σ, D, C, ρ, δ>에 해 TD는 reachable-complete

하다

증명) TD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을 TBL이

라고 할 때, TBL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fvector(i) ≡ (δ(w1, di), δ(w2, di), … , δ(wm, di))

이 때, TBL(1)은 TD를 기화 시키는 입력 값을 의미하

는데, time은 0이고 각 waveform의 값은 fvector(1)로 표 된

다. fvector(i)는 시  di에 표 된 입력 waveform들에 한 벡

터 값을 의미한다. 입력 waveform은 제어 가능하다고 제

했으므로 임의의 시  di에 한 waveform값의 벡터는 생

성 가능하다. 그리고 2 ≤ i ≤n-1인 i에 해 TBL(i)는 TD

가 시  di-1로부터 di로 진입하기 한 시간  입력 

waveform 벡터 값을 의미한다. TBL(i)에서의 time은 구간 

[di-1, di]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구간 내의 시

간 제약이 없으므로 최소값인 1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의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 TBL은 매 tick마다 새로운 시

으로 이가 일어나게 된다. 정리하면 의 Timing 

diagram 모델 TD에서 시  di까지 도달하기 한 테스트 

입력 시 스는 TBL(1)으로부터 TBL(i)까지의 입력 값에 

한 결합을 의미한다. TD는 TBL로부터 1 < i ≤ n-1인 i에 

해 임의의 시  di에 진입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TD는 

reachable-complete이다. (증명끝)                      ■

정리 4-5에서 시간 제약이 없는 Timing diagram모델은 

reachable-complete하며 결국 어떤 테스트 이스 목 에 

해서 테스트 입력 시 스 생성이 가능함을 증명하 다. 

이를 (그림 2)의 도난 경보 모델을 상으로 를 들어 설

명해 보도록 하겠다. 도난 경보 모델의 시  d3에서 시간 제

약이 시작하고 있으므로 기 상태에서 d3까지 도달하는 테

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정리 4-5

에서 정의한 TBL(i)으로부터 도난 경보 모델의 기상태에

서 d3까지 도달하는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은 표 1과 

같다. 표 1의 비고 열은 표를 설명하기 해 편의상 넣은 

것이며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에 들어가는 열은 아니

다. <표 1>의 첫 번째 행은 모델을 기화 하는 입력이며, 

두 번째 행은 모델의 시  d1으로부터 d2로 이시키는 입

력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은 모델의 시  d2로부터 d3

로 이시키는 입력이다. 

정리 4-5에서 증명한 Timing diagram 모델의 테스트 입

력 시 스 생성 알고리즘은 시간 제약이 없는 특수한 모델

에 한 것이었으며, 앞으로 시간 제약이 존재하는 일반

인 Timing diagram모델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 생성 

알고리즘에 해서 설명하도록 할 것인데, 이 문제를 선형 

계획법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에 해서 기술할 것이다. 

일반 인 Timing diagram에 해서 생각해 보기 해 l

개의 waveform과 m개의 시 과 n개의 시간 제약을 가지고 

있는 임의의 모델 TD이 있다고 가정하자. 정리 4-5로부터 

입력 waveform은 제어 가능하므로 시간 제약에 한 제어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테스트 이스 입력 시 스의 생성 

여부가 결정된다. 즉 시 스 입력 테이블을 생성하기 해

서는 각 구간에서 소비해야 하는 시간과 waveform들의 벡

터 값을 생성해야 하는데, waveform들의 벡터 값은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각 구간에서 소비해야 하는 시간에 해서

만 고려하면 테스트 이스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를 해 waveform은 생략되고 시간 제약만 

표 되어 있는 (그림 3)과 같은 모델을 로 들어 각 구간 

내에서 소비해야 하는 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토 로 일반 인 Timing diagram 모델의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그림 3에서 

세 개의 시간 제약 tc1, tc2, tc3에 해 tc1 = <d2, d5, after, 

5>, tc2 = <d3, d6, during, 4>, tc3 = <d4, d7, during, 5>라

고 가정하자. 여기서 χi를 구간 [di, di+1]에서 소비하는 시간

이라 정의할 때, tci의 시간 제약 조건을 χi의 함수인 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γ1 ≡ χ2 + χ3 + χ4 > 5

γ2 ≡ χ3 + χ4 + χ5 = 4 (1)

γ3 ≡ χ4 + χ5 + χ6 = 5

한 각각의 구간 [di, di+1]은 최소한 1 tick의 시간을 소

비하기 때문에 각각의 χi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이어야 

한다. 이를 γ4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γ4 ≡ χ2, χ3, χ4, χ5, χ6 ∈ N 

(여기서 N은 자연수의 집합) (2)

 식을 만족하는 미지수 χ2, χ3, …, χ6은 매우 많은 답

이 있다. 그 에서 각 구간 별로 최소한의 시간을 소비하

는 미지수를 찾는 함수 ƒ를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ƒ= 
 의 최소화 (3)

ƒ의 값을 만족하는 미지수 χ2, χ3, …, χ6를 찾으면 TD는 

reachable-complete하며, 값을 찾지 못한다면 구간 [d2, d6]내

에 속한 어느 시 에 도달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 (1), (2), (3)에서 정의한 식이 선형 계획 모형 lp이며 이

와 같이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의 각 구간의 소비하

는 시간을 구하기 해서 선형 계획 모형으로 모델링 하여 



TBL(i) ≡ 
< 0 , fvector(i) > , i = 1
< time(i-1) + χi , fvector(i) > , i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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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1

tc2

d1 d2 d3 d4 d5 d6 d7 d8

tc3

(그림 3) 여러 개의 시간 제약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의 테

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기 해서는 시 에 한 각 구

간의 소비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요한데, 이 문제를 선형 

계획 모형으로 정의 4-6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정의 4-6]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에 한 선형 

계획 모형 모델링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 TD = <X, Y, Σ, D, C, ρ, 

δ>에 해 D = {d1, d2, …, dj}이고 C = {c1, c2, …, ck}이고, 

각각의 ci ∈ C에 해 ci = (dsi, dei, ti, vi)일 때, 각 시 의 

구간의 소비 시간을 찾기 한 선형 계획 모형 lp <χ, ƒ,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χ = {χ1, χ2, …, χj-1} 

ƒ = 
의 최소화

  = {1, 2, …, k+1}, 

  ≡

 

    , ti = after

 

    , ti = during

 

    , ti = in

k+1 = χ1, χ2, …, χk ∈ N (N은 자연수의 집합)      ■

정리 4-5와 정의 4-6으로부터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 TD와 그의 선형 계획 모형 lp에 해 ƒ를 만족하는 

결정 변수가 존재할 경우 TD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 TBL은 정의 4-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BL(1)은 

기 상태에 도달하기 한 테스트 입력을 의미하며, 

TBL(i)은 시  di-1에서 di로 진입하기 한 테스트 입력을 

의미한다. 

[정의 4-7] 임의의 Timing diagram모델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 자동 생성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 TD = <X, Y, Σ, D, C, ρ, 

δ>에 해 D = {d1, d2, …, dj}이고 C = {c1, c2, …, ck}이고,

각각의 ci ∈ C인 ci = (dsi, dei, ti, vi)라 가정하자. TD의 선

형 계획 모형 lp <χ, ƒ, >에 해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면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 TBL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fvector(i) ≡ (δ(w1, di), δ(w2, di), … , δ(wm, di))       ■

정리 4-5, 정의 4-6, 정의 4-7로부터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기 해 

Timing diagram모델을 선형 계획 모형으로 모델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것을 

보 다. 지 부터는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과 임의의 

테스트 목 이 존재할 때, 모델이 테스트 목 을 만족할 수 

있는 테스트 입력 시 스가 존재하는지를 별하는 방법에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Timing diagram 모델 TD = 

<X, Y, Σ, D, C, ρ, δ>에 한 테스트 목  obj = <dgoal, 

VInputs, Constraints_Time>가 있을 때, 다음의 과정으로 테

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할 수 있다. 1) TD가 dgoal까지 도달

하는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한다. 2) Constraints_Time

기간 후에 VInputs를 생성하는 테스트 입력을 생성한다. 여기

서 첫 번째 과정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정의 4-6을 이용할 

수 있는데, TD로부터 구간 [d1, dgoal]을 커버하는 시간 제약

들의 집합 C'에 해 새로운 Timing diagram 모델 TD' = 

<X, Y, Σ, D, C', ρ, δ>을 생성하고, TD'으로부터 선형 계

획 모형을 생성하여 만족하는 해를 찾는다.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면 dgoal까지 도달할 수 있는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그 지 않으면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

성할 수 없다. 첫 번째 과정이 성공 으로 수행하여 

TBL(1), …, TBL(goal)을 생성했으면 두 번째 과정인 

Constraints_Time기간 후에 Vinputs를 생성하는 테스트 입력

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 테스트 입력은 TBL(goal+1)에 생

성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BL(goal+1) ≡ < time(goal) + Constraints_Time, 

Vinputs >

5. 도구의 구 과 제

이 장에서는 4장에서 언 한 Timing diagram 모델과 테

스트 목 으로부터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도구의 

구  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Timing diagram 모델의 테스

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를 설명할 것이다. 본 논문에

서 구 한 도구의 개발 환경은 Visual Studio C# 2008이며 

선형 계획 문제 해결 도구는 Excel 2007의 해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로그램의 체 흐름은 (그림 

4)와 같다. 테스트 입력 시 스 생성기(TISG)는 xml 일 형

식의 Timing diagram 모델을 읽어서 모델을 분석한다. 그

리고 분석한 모델로부터 정의 4-6과 같은 선형 계획 모형으

로 모델링을 하여 Excel 2007의 시트에 선형 계획 모형을 

모델링을 하여, 해 찾기 도구를 이용하여 선형 계획 문제를 

해결한다. TISG는 Excel 2007의 결과로부터 Timing 

diagram모델의 정의 4-7과 같은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

성한다.

TISG를 이용한 Timing diagram의 테스트 입력 시 스 

생성이 유용함을 보이기 해서 제를 이용하여 설명하도

록 하겠다. (그림 5)와 같은 Timing diagram 모델 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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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iming diagram 모델 제

Timing Diagram Model
*.xml

Excel 2007
Linear Programming SolverC#

Timing diagram Model

LP Model

Results Report

Test Input Sequence Generator

(2) Model Parsing, Analyzing

(3) LP Modeling 

Test Input Sequence

(4) Solver Call (Excel)

(5) Generate Test Input Sequence 

(1) Load the timing diagram model

Report

(그림 4) 테스트 입력 시 스 생성기(TISG)의 체 흐름도

터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고자 할 때, 이 모델의 선

형 계획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χ = {χ1, χ2, …, χ8} 

ƒ =  
 의 최소값

  = {1, 2, 3, 4, 5}, 

1 ≡ χ2 + χ3 + χ4 + χ5 > 8

2 ≡ χ4 + χ5 + χ6 = 9

3 ≡ χ5 + χ6 + χ7 = 7

4 ≡ χ6 + χ7 < 5

5 ≡ χ1, χ2, …, χ8 ∈ N (N은 자연수의 집합)

여기서 χi는 구간 [di, di+1]을 소비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

하는 결정 변수이며, χ는 결정 변수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ƒ

는 목  함수를 의미하며, χ에 속한 모든 원소들의 합의 최

소값으로 정의된다. γ는 제약 조건식의 집합으로 각각의 시

간 제약 c에 해, c가 포함하고 있는 결정 변수들이 만족해

야 하는 식으로 정의된다. 를 들어 γ1는 시간 제약 c = 

<d2, d6, after, 8>에 한 제약 조건식으로 c가 포함하는 구

간들에서 소비해야 하는 시간이 8보다 커야 하므로 γ1은 χ2 

+ χ3 + χ4 + χ5 > 8과 같이 정의된다. 그리고 γ5는 결정 변

수들이 가져야 하는 제약 조건 식으로 γ5는 χ1, χ2, …, χ8 

∈ N으로 정의된다.

의 선형 계획 모델링 식을 TISG에서 Excel 2007 시트

에 표 한 것이 (그림 6)이고, Excel 2007의 선형 계획 모형

을 계산하기 한 해 찾기 기능이 (그림 7)과 같다. (그림 

6)에서 셀 [2, 2]～[2, 9]의 회색으로 음  처리된 부분이 결

정 변수 χ1, χ2, …, χ8을 의미하며, 셀 [5, 2]～[8, 2]의 회색

으로 음  처리된 부분이 Timing diagram의 제약 조건에 

의한 제약 조건 식에 사용되는 변수를 의미한다. 를 들어 

셀 [5, 2]의 셀 내용은 ‘=C2 + D2 + E2 + F2’로 표 되며, 

이 의미는  
 를 의미한다. 즉 시간 제약 c = <d2, d6, 

after, 8>가 커버하는 구간에서 소비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 

이 셀은 (그림 7)의 해 찾기 기능에서 ‘셀 [5, 2]의 값이 8보

다 커야 한다’로 정의함으로써 시간 제약 c의 제약 조건 식

을 정의하게 된다. 그리고 셀 [6, 2]은 ‘=E2 + F2 + G2’로 

표 되며, 이 의미는  
 를 의미한다.  셀의 내용은 

시간 제약 c = <d4, d6, duration, 9>가 커버하는 구간에서 

소비하는 총 시간을 의미하며, (그림 7)의 해 찾기 기능에서 

‘셀 [6, 2]의 값이 9이어야 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시간 제약 

c의 제약 조건식을 정의한다. 각각의 결정 변수에 한 제

약 조건 식은 (그림 6)에서는 표 하지 않았으며 (그림 7)에

서 표 하 다. 그리고 셀 [12, 2]의 회색으로 음  처리된 

부분이 목표 함수  
 이다. 

(그림 7)은 선형 계획 모형을 계산하기 한 Excel 2007

의 해 찾기 기능에 한 그림을 나타낸다. (그림 7)에서 목

표 함수, 제약 조건 식, 결정 변수에 하여 (그림 6)의 셀로 

정의를 한다. 를 들어 (그림 7)의 목표 셀이 $B$12로 표

되어 있는데, 이는 (그림 6)의 셀 [12, 2]를 의미하며, 값을 

바꿀 셀이 $B$2:$I$2로 표 되어 있는데, 이는 그림 6의 셀 

[5, 2]～[8, 2]로 결정 변수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한 조건

들은 시간 제약 조건  결정 변수의 조건을 의미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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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해 찾기 기능을 수행한 결과

(그림 6) Excel 2007시트에 표 된 선형 계획 모형

(그림 7) Excel 2007의 해 찾기 모델 기능

7)의 제약 조건 식에서 제약조건 1 ≡ χ2 + χ3 + χ4 + χ5 

> 8에 해 엑셀에서 ‘>’연산자가 존재하지 않아 χ2 + χ3 + 

χ4 + χ5 ≥ 9로 변경하여 입력을 하 다. (그림 8)은 선형 

계획 모형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며, 계산 결과 결정 변수 

χ1, χ2, …, χ8의 값은, 각각 1, 1, 1, 3, 4, 2, 1과 같이 되었

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결정 변수에 한 제

약 조건, ‘모든 결정 변수는 자연수이어야 한다’ 는 만족되었

으며, 모든 Timing diagram의 시간 제약 조건 역시 셀 [5, 2] 

～[8, 2]의 값에서 알 수 있듯이 만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과 같은 계산 결과로부터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5)의 Timing diagram 모델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 TBL을 생성하면 <표 2>와 같

다. <표 2>를 이용하여 임의의 테스트 목 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time x y z 비고

0 0 0 1 모델의 기화

1 0 0 0 d1 → d2로 이

2 1 0 0 d2 → d3로 이

3 1 1 0 d3 → d4로 이

6 1 1 1 d4 → d5로 이

10 0 1 0 d5 → d6로 이

12 0 0 0 d6 → d7로 이

13 0 1 1 d7 → 모델의 종료

<표 2> 그림 3의 Timing diagram 모델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 테이블

6.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Timing diagram의 테스트 수행 자동화를 

해 임의의 Timing diagram 모델과 임의의 테스트 이스 

목 으로부터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으며, 이를 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1) 

Timing diagram을 형식 으로 기술하 다. 2) Timing 

diagram 모델의 테스트 입력 시 스 생성 알고리즘을 제시

하고 이를 증명하 다. 3) 제를 통해 알고리즘을 설명하

다. 이 연구를 통해 Timing diagram으로 작성된 시스템의 

사양에 한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

게 되었으며, Timing diagram 모델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

행하고자 할 때, 자동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형 계획 모델 근 방법은 목표 기반의 

테스트 이스 생성 략 혹은 제약 조건을 가진 방정식이 

있는 모델의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데 유용한 방법

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로 Stateflow모델과 같은 Timing 

diagram이외의 모델을 상으로 선형 계획 방법을 이용하여 

테스트 입력 시 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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