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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원자력 발 소, 의료 시스템, 항공 시스템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하게 련되어 있는 소

트웨어로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차 늘어나고 있다. 차량에서 한 차량 제어 소 트웨어의 오작동

으로 인한 잦은 사고로 인하여 운 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차량 

시스템 제어 소 트웨어도 안 성 확보를 한 기술로 차량에 통신 기술을 목한 차량 통신 기술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량 운 자 뿐 아니라 탑승자의 안 과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  긴 메시지 송 시스템은 차량 간 통신(V2V)을 통한 운 자의 안

성 확보에 한 연구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긴 메시지 송에 필요한 모듈을 구조 으로 나 고 

이를 통하여 긴 메시지 송시스템 구조의 안 성을 평가한다. 긴 메시지 송시스템의 안정성을 검

증하기 하여 오토마타 모델링을 통한 시ㅂㅈ2스템 구조를 설계하고 검증을 해 CTL 논리식 정의, 
SMV(Symbolic Model Verifier)검증도구를 통한 시스템 안 성 모델 검사를 하 다

1. 서론

   최근 차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유동차량의 증가로 인

하여 과거에 비해 차량충돌로 인한 운 자의 험도가 

격히 증가하고 있고, 인명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동 변속기의 트라이볼로 지  특성에 한 고장, 

자동 변속차량의 자  장애와 같은 고장은 운 자에게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책으로 운 자가 험을 

사 에 인식하여 험을 피하거나  경고하여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차량 간 안 통신(Vehicle Safety 

Communication: VSC) 서비스 기반의 긴 메시지 송시

스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긴 메시지 송시

스템은 운 자들이 차량을 운 하는 동안 험한 상황을 

처하기 한 최소한의 안 을 보장하는 차량용 안  시

스템이다. 긴  메시지 송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사고, 긴  정지, 장애물 출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불가피한 인명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 차량안 통신은 운 자가 험을 사 에 인식

하여 스스로 험을 피하거나 주변 차량에게 험을 사

에 경고하여 사고에 한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방하는

데 목 이 있다.[1] 차량안 통신 방식은 서로간의 연 성

이 없는 차량들 사이에서 발생함으로 통신방식은 로드

캐스트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긴 메시지 송 시스템

은 정확한 정보를 달하지 않으면 주 차량에게 정상상

태에서도 긴 메시지를 송하는 상황이 생겨서 험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안 통신(VSC) 서비스 기반

의 긴 메시지 송 시스템은 험상황에서 험을 회피

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안 한 상태에서 긴 메시

지 송을 통한 주  차량 간의 정지를 통하여 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긴 메시지 송 시스템의 안 성 검증을 통한 신뢰성 바

탕의 긴 메시지 송 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정형 검증의 종류로는 모델 검사(Model 

Checking), 정리 증명(Theorem Proving) 그리고 

Satisfiability Problem(SAT)가 있다. 모델검사의 경우 시

스템 모델이 특정 속성을 만족하는지를 상태를 추 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완  자동화 가능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반례를 제시한다. 표  검증 툴로는 SMV, 

SPIN, VIS가 있다. 정리증명은 시스템 모델이 특정 속성

을 만족하는지 구문  규칙을 용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상태 규모에 무 하고 상태 폭발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람

의 직 이 개입해야하는 단 을 가지고 있고, 검증 툴로는 

PVS, HOL, Zeves가 있다. 마지막으로 SAT는 주어진 명

제식을 참으로 만들어 주는 값이 있는가를 찾는다. SAT

의 장 은 모델 검사로 하기 힘든 거 한 시스템을 자동

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검증 툴로는 G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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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SAT, berkMin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검증 

툴은 SMV로 원래 논리 연산을 해 개발되었으나 논리 

결과의 신뢰성이 높고, 반증 제 생성 알고리즘으로 인해 

안 성 평가에도 응용되고 있다. 안 성 평가 시 SMV를 

이용하면 모듈화 이용하여 모델을 세우고 험한 상황을 

검증 질의어를 통해 컴퓨터로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

다.[2] 

에 언 한 차량 간 험을 피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

는 긴 메시지시스템의 구조를 제시하고 모델 체킹 도구

인 SMV를 이용한 소 트웨어 검증을 통하여 시스템 안

성 평가를 통한 소 트웨어 안 성 검증을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련연구를 통한 연구의 필요

성  검증 방식을 제시하고, 3장에서 검증을 한 긴 메

시지 구조를 모델링 한다. 4장에서는 모델링한 긴 메시지 

송 시스템을 SMV(Symbolic Model Verifier)를 통한 검

증을 하고,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방향을 작성하 다.  

 

2. 련연구

2.1 ESS 제동 경보 시스템

   (ESS : Emergency Stop Signal) 제동 경보 시스템

은 차량 주행 에 제동을 하거나 는 제동  ABS가 

작동하면 이크 램 가  빠르게 멸되어 후방 차량에

게 험 상황을 경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 차량속

도가 55km/h 이상이고 제동  차량 감속도가 7m/s²이상 

는 ABS 제어 시에만 작동) 이크 램 가 깜빡이는 

에 차량속도가 40km/h 이하에서나 제동 상황이 해제

되거나 ABS 작동이 단되면 이크 램  깜빡임은 

단되고 비상경고등이 자동으로 켜진다. 차량 정지 후 

10km/h 이상으로 주행하면 비상경고등은 자동으로 꺼지

며 속을 일정 시간 동안 주행 시에도 자동으로 꺼진다. 

비상경고등이 깜빡이는 에도 비상경고등 버튼을 러 

비상경고등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다.[3] 

2.2 CTL(Computation Tree Logic)

   CTL모델 체킹은 상태 탐색(state exploration)을 기반

으로 하는 정형 검증 기법이다. 상태 이 시스템(state 

transition system과 특성이 주어지면, 모델 체킹 알고리즘

은 시스템이 주어진 특성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서 체 상태 공간(state space)를 검사한다. 시제 논리

(temporal logic) 모델 체킹은 검증하려고 하는 하드웨어

나 소 트웨어 시스템을 모델링한 상태 이 시스템과 특

정한 시제 논리로 표 된 특성을 입력 받아서, 시스템이 

그 특성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 체

킹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논리는 명제 논리

(propositional logic)에 시간 연산자(temporal logic)를 넣

어서 확장 시킨branching-time Computation Tree 

Logic(CTL)이다. CTL에서 시간 연산자는 G(globally or 

invariantly), F(sometime in the future), X(next time), 

U(until)가 있다. 경로 지시자는 트리(tree)의 가지 구조

(branching structure)를 표 하는 것으로, A(for all 

computation path) 와 E(for some computation path)가 

있다. 주로 사용되는 시간 연산자 AG, AF, EG, EF로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CTL에서 porposition은 상태 변수

(state variable)들의 boolean combination이다. formula는 

proposition이거나, formula의 boolean combination이다. 

그리고 ⨍가 formula라면, AG ⨍, AF ⨍, EG ⨍, EF ⨍ 

의 boolean combination 이다. 각 formula가 q라는 상태

(state)에서 용된다고 가정하면, 연산자 A는 “q에서 시

작하는 모든 경로”라는 의미이고, E는 “q에서 시작하는 

경로  어떠한 하나의 경로”라는 뜻이 된다. G는 “해당 

경로의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F는 “해당 경로의 

어떤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AG safe가 q에

서 만족되려면, q에서 시작하는 모든 경로(A)의 모든 상

태(G)들이 safe 라는 formula를 만족하야 한다. 한 AF 

safe가 q에서 만족되려면, q에서 시작하는 모든 경로(A)에 

해, 어도 하나의 경로(E)에서 모든 상태(G)가 safe를 

만족해야 한다.  EG safe가 만족되려면, q에서 시작하는 

경로  어도 하나의 경로(E)의 모든 상태(G)가 safe를 

만족해야하고, EF safe가 q에서 만족되려면, q에서 시작하

는 경로  어도 하나의 경로(E)에서 어도 하나의 상

태가 safe를 만족해야 한다.[4]

 

2.3 SMV

   SMV(Symbolic Model Verifier)는 OBDDs(Order 

Binary Decision Diagrams)를 기반으로 하는 심볼릭 모델 

체킹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한 상태 시스템(finite state 

system)이 CTL로 표 된 요구 명세서와 일치하는지를 자

동 으로 검증하는 정형 검증 도구이다. SMV의 입력 언

어는 유한 상태 시스템을 명세하기 해 만들어졌다. 

SMV가 유한 상태 시스템을 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

에 언어가 제공하는 자료 구조는 유한한 것(Boolean, 

scalar 등)만을 제공한다. CTL은 safety, liveness, dead 

lock freedom을 포함한 풍부한 종류의 시간  특성

(temporal property)들을 간단한 문법을 이용하여 표 하

는 것이 가능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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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MV를 이용한 검증 차

SMV를 이용한 소 트웨어 검증방식은 (그림 1)과 같다.

System Description은 SMV language로 작성되고 Safety 

and Operability Requirements는 CTL로 작성되고 이 게 

작성된 언어가 SMV 모델체킹 알고리즘을 통하여 주어진 

요구조건이 만족되는지를 별한다.

3. 검증을 한 긴 메시지 송 시스템 설계

   긴 메시지 송 시스템은 차량 주행 에 제동을 

하거나 ABS 가 작동하면 ABS ECU(Anti Lock Brake 

Systme Electronic Control Unit)는 긴 메시지 송 조건

을 별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EMT ECU (emergency 

message transmission Electronic Control Unit)에게 주

차량에게 긴 메시지 송을 하여 험을 경고하도록 시

스템 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조건은 차량의 속도가 

55Km/h이상이고 제동  차량의 감속도가 7m/s²이상 

는 ABS 제어 시에만 작동한다.  조건이 만족 될 때 긴

메시지는 송되고 그 이후에는 송되지 않는다.

(그림 2) 오토마다모델링

그림 2는 시스템의 정형검증을 하여 요구사항을 시제논

리에 따라 설계하고 긴 메시지 시스템을 모듈별로 분리

하여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 의해 제어되는 모델

이다. ABS(ECU)에서는 운 자가 감속을 하게 되면 

Speed Checker에 의한 속도를 검증, 속도가 55Km/h이상

이면 Deceleration Checker에게 감속을 단 차량의 감속

도가 7m/s²이상이면 ABS(ECU)에서 EMT(ECU)로 긴

메시지 송을 요구한다. EMT(ECU)에서는 Emergency 

System 모듈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차량용 비상등

을 등한 후 Speed Sensor모듈을 통한 속도 체크를 통해 

속도가 40Km/h이하로 떨어지면 EMT(ECU)모듈에게 긴

상황이 해제되었다고 알린다. EMT(ECU)모듈은 

Emergency System Stop에게 안 하다고 알리게 되고, 

ESS(Emergency System Stop)은 시스템 기화 후 

ABS(ECU)모듈에게 기 상태를 유지하라고 알린다.

4. SMV를 이용한 긴 메시지 송 시스템 검증

   설계된 긴 메시지 송 시스템 모델링을 바탕으로 그

림 3과 같이 SMV 모델체커를 이용한 검증을 하 다.

(그림 3) SMV 모델 체킹

안 성 검증을 한 CTL기반 검증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속성은 언제나 Speed_Checker 모듈에서 속도가 

55Km/h이상이고 Deceleration Checker 모듈에서 감속도

가 7m/s²이상일 경우 Emergency System모듈에서 차량 

비상등이 등되고 긴 메시지가 송이 이루어진다는 것

을 검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나 휠 속도 센서로 부터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감시하는(ABS_ECU) 모듈에서 

긴 메시지 송 조건이 만족되면 긴 메시지 송 제어 

모듈(EMT_ECU)로 이동하는 것을 검증한 것이다. 세 번

째는 언제나 긴  상황에서 속도가 40Km/h이하로 떨어지

게 되면 긴  상황이 해제된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고, 네 

번째는 긴  상황이 발생한 후 언제나 긴 메시지 송 

제어 모듈이 긴  상황을 해제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속도가 55Km/h이거나 

차량의 감속도가 7m/s²이하 일 때 긴 메시지가 발생하면 

다른 차량운 자에게 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러한 험한 상황을 검증한 것으로 언제나 속도가 

55Km/h이하로 주행 에 이크를 밟았거나 차량이 

55Km/h이상으로 주행 에 블 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의 

감속도가 7m/s²이하 일 때 차량용 비상등과 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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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이루어진다는 검증으로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지 않으면 로 긴 메시지 송 

모듈에서 긴  상황을 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과

   설계된 차량용 긴 메시지 시스템을 오토마타 이론을 

통한 모델링 후 정형 검증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 다. 검

증 방식은 CTL 모델 체킹 방식으로 명제논리와 시간연산

자를 조합하 고 정형 검증 툴  하나인 SMV를 이용하

다. 논리와 수학에 기반이 있는 정형 기법을 사용하여 

자연어의 불확실성을 배재할 수 있었고, 결과 으로 본 논

문에서 설계된 긴 메시지 송시스템의 안정성을 오토마

타 모델링을 통한 SMV 모델체커로 성공 으로 검증하

다. 향후 연구는 사고 후 후방 차량에 인한  다른 사고

를 방할 수 있는 긴 메시지 송 방안에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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