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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자동차 업계는 복잡한 소 트웨어의 재사용성과 신뢰성 향상을 하여 AUTOSAR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차량 소 트웨어 랫폼과 개발 방법을 표 화하 다. 그러나 소 트웨어 랫폼의 표 화만

으로는 신뢰성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더욱 높은 신뢰성과 추가 인 개발 기간 단축을 해서는 표  

랫폼을 활용한 테스트의 표 화와 자동화가 실히 필요한 시 이다. 

소 트웨어의 복잡도 증가로 인하여 테스트 실행 환경과 테스트 이스 설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테스트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졌다. 그러나 차량 소 트웨어 테스트에 한 표

화가 부족하여 테스트 환경은 설계  구  환경에 종속되어서 테스트 단계 사이의 재사용성이 낮고, 

자동화가 부족하여 테스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TTCN-3[1] 테스트 표 을 용한 소 트웨어 컴포 트를 한 유닛 테스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테스트 시스템의 구조를 제시하고, AUTOSAR 설계 정보로부터 테스트 환경  테스

트 이스를 생성을 자동화하 다. 소 트웨어 설계와 동시에 테스트 환경과 테스트 이스가 자동으로 

생성되어서 즉시 테스트가 가능하고, 테스트 표 을 용함으로써 테스트 환경  테스트 데이터의 재

사용성을 향상시켰다. 

2. 본론

일반 으로 유닛 테스트는 소 트웨어의 구조  결함과 더불어 기능  결함을 발견하기 한 가장 

기본 이고 요한 테스트이다. AUTOSAR 시스템도 결함 발견을 하여 소 트웨어 컴포 트는 가장 

철 한 유닛 테스트가 요구된다. 특히 소 트웨어 컴포 트를 제외한 RTE, 베이직 소 트웨어 모듈의 

코드는 설계도구로부터 자동 생성되고, 호환성 검증된 표  설계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

은 보장된다. 한 소 트웨어 컴포 트의 통합도 RTE에 의해서 신뢰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각 소 트

웨어 컴포 트의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한 신뢰성은 유닛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컴포 트의 XML 설계 정보를 이용하여 AUTOSAR 인터페이스 테스트와 블랙

박스 테스트 자동화 방법을 연구하 다.  

AUTOSAR 인터페이스 테스트는 소 트웨어 컴포 트의 설계 정보가 장된 AUTOSAR XML을 이

용하여 AUTOSAR 인터페이스가 정확히 구 되었는지를 자동으로 테스트한다. 소 트웨어 컴포 트는 

RTE를 통해서 다른 소 트웨어  베이직 소 트웨어와의 통신하며, 이때 AUTOSAR 인터페이스를 이

용한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구 된 소 트웨어 컴포 트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AUTOSAR XML로부터 입출력 정보를 획득하여 각 테스트 신호에 하여 등가 분할, 경계 값 분석, 페

어와이즈 조합 테스 , 분류 트리 기법을 혼합 용하여 테스트 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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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한다. [2]

테스트 시스템 생성기는 테스트 실행환경과 테스트 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AUTOSAR XML 

설계 정보로부터 즉시 실행 가능한 테스트 시스템과 소 트웨어 컴포 트의 시뮬 이션 환경을 생성한

다. 테스트 이스 생성기는 AUTOSAR 인터페이스 테스트를 한 테스트 이스와 기능 검증을 한 

블랙박스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며, TTCN-3에서 실행 가능한 테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생성한다. 생

성된 테스트 시스템은 TTCN-3 테스터와 타겟 시스템으로 나 어지며, 두 시스템은 UDP/IP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여 테스트 입력과 실행 결과를 서로 주고받는다. TTCN-3 테스터는 테스트 데이터를 타

겟 시스템으로 송신하고 실행된 결과를 수신하여 상 결과 값과 비교하여 합격 여부를 단한다. 타겟 

시스템은 소 트웨어 컴포 트의 실행을 한 시뮬 이션 환경과 테스트 입력을 수신하고 결과 값을 송

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소 트웨어 컴포 트는 AUTOSAR 인터페이스만을 통해서 외부와 통신하므로, 소 트웨어 컴포 트

가 설계 명세에 충실하게 구 되었는지 검증하는 AUTOSAR 인터페이스 테스트는 소 트웨어 컴포 트 

테스트에서 가장 먼  해야 할 테스트이다. 소 트웨어 컴포 트는 하나 이상의 런어블로 구성되며, 런

어블 단 로 AUTOSAR 인터페이스 테스를 수행한다. 테스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런어블의 실행 에 

함수에서 모든 RTE API의 호출 여부를 단할 수 있는 래그를 해제하고(Clear_RTEAPI()), 런어블 

실행  RTE API가 호출될 때 해당 래그를 설정한다(Set_RTEAPI()). 런어블의 실행이 완료 되고 

나서 호출된 API를 확인하여 모든 호출이 정확히 실행되었는지를 검증한다(Check_RTEAPI()). 모든 검

증 과정은 시뮬 이션 모듈에서 이루어지며, AUTOSAR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

여 AUTOSAR XML로부터 시뮬 이션 모듈을 생성한다. 

소 트웨어 컴포 트의 외부 인터페이스에 한 검증을 완료하고 나서는 소 트웨어 컴포 트의 기

능 검증을 하여 블랙박스 테스트를 한다. 블랙박스 테스트를 한 테스트 이스 생성은 우선 

AUTOSAR XML로부터 소 트웨어 컴포 트의 입출력 신호의 데이터 타입에 한 정보를 얻은 다음, 

각 테스트 신호에 등가 분할 기법과 경계 값 분석을 통해 신호마다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결정한

다. 그리고 각 입력 신호에 한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며, 결정 테이블 기법 

는 페어와이즈 기법을 용하여 테스트 이스의 수를 일 수 있다. 시스템의 특성상 와 같은 자동

화 기법으로 테스트 이스 생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류 트리 기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합한 테스

트를 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 

3. 결론

AUTOSAR 표  랫폼을 용한 경우 RTE와 각 베이직 소 트웨어 모듈, 소 트웨어 컴포 트의 

통합에 한 최소한의 신뢰성 보장되지만, 소 트웨어 컴포 트는 여 히 철 한 유닛 테스트가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AUTOSAR XML을 이용하여 소 트웨어 컴포 트의 유닛 테스트를 한 테스트 시

스템  시뮬 이션 환경을 자동으로 생성하 으며, AUTOSAR 인터페이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

를 한 TTCN-3 테스트 이스 생성 방법을 제안하 다. 

개발 기 단계에 설계 정보를 이용하여 소 트웨어 컴포 트를 즉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과 테스

트 이스를 생성함으로써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한 TTCN-3 테스

트 표 을 용함으로써 재사용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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