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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안 등  제어기기 로세서 모듈에 한 정형기법  테스 기법 용  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를 통해 요구명세서 작성과 검증 기법 개발을 통해 안 한 원  제어 시스템의 개발을 돕는다. 

한, 테스트 문서 작성  테스트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체 연구에서 원활한 과제 진행을 도우며 추후 

개발된 제품의 안  필수 계통에의 용에 필요한 문서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는 정형기법을 용하여 요구 명세를 개발하고, 정형화된 명세에 한 검증 기법 연구한다. 

한, pCOS 커 에 한 코드 최 화와 모델기반의 테스트 방법을 연구하여 시스템의 효율 이고, 안 하

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테스트 문서 개발을 지원하고 테스트 문서 작성을 지원하며, 통합  시스템 테스트 기법 

용을 한 세부 지침을 제시, 한 후 그 수행을 지원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테스트 문서는 총 3가지로 시

험 계획서, 시험 차서, 시험 보고서가 되며 통합 테스트는 SW간의 통합 테스트 즉, 시스템 태스크와 

시용자 태스크의 통합, 시스템 태스크와 사용자 태스크의 통합, 시스템 태스크와 커 의 통합과 SW와 

HW간의 통합 테스트 즉, 시스템 태스크와 HW의 통합, 사용자 태스크와 HW의 통합, 커 과 HW의 통

합으로 구성되는 내부 모듈의 통합 뿐 아니라 pSET어 리 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PLC

로세서 모듈에 한 시스템 통합 테스트를 수행 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정형기법을 이용한 요구 명세 개발을 통해 정형화된 요구 문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코드 최 화를 통

해 pCOS 커 의 복잡도를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테스트 방법론의 결과는 테스트 문서 작성 지원을 통해 획득된 테스트 표 에 기반 한 표  테스트 

활동(테스트 계획, 테스트 설계, 테스트 이스 생성, 테스트 차 생성, 테스트 수행)을 반 한 테스트 

문서와 내구 구조를 반 한 통합 테스트 뿐 아니라 운 체제  pSET 어 리 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

를 반 하여 수행된 통합 테스트이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pCOS에 한 명세와 검증, 테스 을 통합하여 작성  수행 지원함으로써 체 연구

에서 원활한 과제 진행을 도우며 추후 개발된 제품의 안  필수 계통에의 용에 필요한 문서 획득  

안  필수 시스템의 개발을 한 기술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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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A Research of V&V Methodology for Improving Licensing Adaptability Using Formal 
Method and Testing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research is on help develope nuclear power plant control system through the 
requirement specification and verification method development. And this work help 
more smooth project progress and make possible to acquire documents that is needed 
to implement to safety critical systems of developed product by supporting test 
documents making and test executing. 

Ⅲ. The subjects and rang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object of research is first to apply formal method in the development of 
requirement specification and to formally verify the specified requirements. Second, 
to develop a system efficiently and safely by optimizing the pCOS kernel code and 
applying model based testing methods.

Third, this research support the development of test document and test document 
writing and suggest specific guideline for integrating and applying system test 
methods. And support executing these methods and analyze the results. 

The test document is consisted of the test plan, the test procedure and the test 
report. 

The integration test consist of SW/SW integration test and SW/ HW integration test. 

SW/SW integration test include testingsystem task with user task and system task 
with the kernel. 

SW/HW integration test includes not only tests on internal modules such as testing 
system task with HW, user task with HW and kernel with HW but also the 
integration test on the PLC processor module based on services provided by pSET 
application. 

Ⅳ.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

In this research we achieved a formally specified requirement specificationwith the 
help of formal method and an efficient pCOS kernel with lower complexity by code 
optimization. 

As the result of applying the test method, a test standard was obtain through test 
documentation writing support and a test document reflecting the standard test 
activities based on the test standard (test plan, test design, test case creation, test 
procedure creation, and test execution).

Also, unified test was done not only on the internal structures but also reflecting the 
OS and pSET application services.

Ⅴ. Practical use plan

The spec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pCOS system and the unified testing 
documentation and execution helps the entire project to progress and enable us to 
achieve necessary documents and technology to develop a safety cr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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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 연구 개발의 필요성  목

1.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  요성

     가. 기술  측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어떠한 시스템이나 더욱 복잡해지는 추세이며 다양한 기능을 효

율 으로 구 하는 데 있어 최근 소 트웨어의 활용이 강화되고 있다. 한 기술의 빠른 

발달에 따라 제품의 개발 주기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제품을 출시하는데 있어 충분한 테

스트를 거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짐에 따라 아  사용자에게 테스트

를 맡기는 베타 버 을 출시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복잡한 소 트웨어의 개발

에 있어 설계 단계에서 엄격한 검증을 수행하고 테스  단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많은 제어 시스템들이 내장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내장형 시스템은 소 트웨

어와 하드웨어, 이들 간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더욱 복잡해진다. 그 지만, 안  

필수 시스템에 해서는 정형 검증  테스 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실시간 내장형 시

스템에 한 정형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테스  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상시스템에 한 결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많은 시스템의 개발에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검증 확인 과정과 함께 발 된 소 트웨어 테스

 방법론을 최 화하여 변형, 용함으로써 고  소 트웨어 공학 기술의 효과  용이 

가능하며, 이를 심화 발 시킴으로써 원자력 I&C 산업의 기술 수  향상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나. 경제·산업  측면

 세계 으로 IT 산업이 폭발 인 성장을 거듭했으며 그 외의 산업 분야는 소외되

어 왔다. 그 지만, 최근 IT 거품이 꺼지면서 IT 분야에서 정립된 많은 기술들이 주변 산

업계로 확산되었다. 이   원자력 산업계는 원 의 국산화를 꾸 히 이루어 온 결과 높은 

수 의 국산화를 달성하 으며 최근 주변 개발국으로 원  수출을 기 하고 있는 수 이

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이   수출의 주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계측 제어 분야에 있

어서는 아직 국산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 IT 산업 분야의 높은 성장에도 유독 원자력 I&C가 성장을 이루고 있는 데에는 많

은 기술들이 실제 원자력 산업계에서의 까다로운 용 차에 의해 개발 자체가 더디었다

는 측면이 있다. 업체에서 의욕 으로 개발한 제품이 원  용을 한 인허가 는 차 

부분에 있어서의 까다로움에 부딪  용에 한 의지를 약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실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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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기 한 작업이 개발 노력만큼이나 어려운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인허

가 작업을 해서는 법규 등을 분석하고 원자력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높은 수 의 요구조

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규제상의 많은 차서와 이에 따른 문건의 생성이 포함되

며 한 안  계통에는 업계 측에 생소한 검증 확인 방법론의 용 결과 보고서 등이 요구

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화 기기 개발에 따른 인허가 합성을 향

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형 검증  확인 기술을 실제 개발 제품에 합하게 용하고자 한

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 업체 등과 긴 한 동조체제를 갖추어 인허가의 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검증 확인 수  분석과 실제 인 작업등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제품의 

인허가 가득성을 향상시키고 실제 원 에 용할 수 있도록 견인함으로써 경제  측면에서

는 량 수입에 의존하던 외국 제품의 국산화 체 효과로 수입 감을 기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산 제품의 외국 수출도 기 할 수 있다. 한 산업  측면에서 볼 때 높은 안  

수 의 원자력 계통에 한 용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이 한 단계 업그 이드 될 수 있으

며 높은 신뢰도의 제품 개발 능력을 갖춤으로써 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 사회·문화  측면

     핵무기나 핵 폐기장 등의 부정 인 이미지가 강한 원자력 산업에 한 이미지를 제고

하기 해서는 원자력 산업이 자원 부재의 국내 산업의 기반이며 향후 수출 동력으로 성장

할 수 있다는 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특히 타 산

업 분야로의 효과가 있는 분야에 한 집  투자로 원자력 분야의 기술력에 한 믿음

을 제고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기술과 같은 분야는 정 으로 작용가능 할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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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황

제 1   정형기법을 이용한 소 트웨어 확인 검증

“소 트웨어의 기”란 말은 1980년  부터 두되어 온 말로써, 소 트웨어가 복잡해지고 

사용범 가 넓어짐에 따라, 그 소 트웨어의 안 성과 정확성, 신뢰성을 보장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에, 아날로그 시스템이 그 유지 보수를 한 융통성이나 기능 개선의 확

장성을 보장하기 해 소 트웨어로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바 고 있다.  생활의 반 인 부분 

뿐 아니라 원자력, 항공기, 의료 기기 등에 임베디드 시스템은 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

스템은 형 인 아날로그 시스템이나 디지털 시스템과는 달리, 아날로그 시스템의 입력을 받

아 디지털 계산을 거쳐 다시 시스템 제어를 한 아날로그 시스템의 출력으로 바 어진다.  이

에 따라 하드웨어의 안 성 뿐 아니라 소 트웨어의 안 성이 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

히 인명과 재산 피해를 염두해 둔 고안 성(safety-critical) 시스템은 그 안 성이 생명으로 직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 트웨어에 한 안 성이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원자력 분야의 제어계측 시스템 , 원자력 보호계통의 시스템은 형 인 고안 성 시스템이

다. 이러한 시스템 역시 소 트웨어를 지닌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환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 안 성을 보장하는 개발 과정(process)와 기법(methods)가 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개발 기법  일부를 정형기법[50]을 사용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심이 될 상이 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원자력 발 소의 보

호계통의 계측 제어 시스템으로 형 인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이 시스템의 핵심 

소 트웨어인 실시간 운 체제를 상으로 한다. 즉 개발되고 있는 고 안 성 임베디드 시스템

의 실시간 운 체제의 개발 기법에 정형기법을 용하여 요구 분석부터 설계 분석까지 폭포수 

개발 로세스 모델의 설계의 과정에 정형기법을 용하고자 한다.  

고안 성 임베디드 시스템의 실시간 운 체제에 한 검증은 세계 으로 드문 일로서, 나사

(NASA)를 심으로 한 항고 계측제어 임베디드 시스템의 실시간 운 체제에 한 검증 정도

로 매무 희귀하다. 국내에서도 임베디드 실시간 운 체제에 한 확인 검증은 고 인 테스  

방법과 COTS에 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안 성 임

베디드 시스템의 요 소 트웨어의 개발과정과 기법에 요한 핵심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제 2  소 트웨어 테스트

 최근 소 트웨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시각의 증가와 개발한 소 트웨어가 실패 했

을 경우에 생기는 비용 때문에, 잘 계획되고 철 한 테스 이 요구되고 있다. 소 트웨어 테스

을 수행하는 목 은 소 트웨어의 각 개발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능한 빨리 발견하여 

문제를 수정·확인하는 것으로, 최근 소 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그 요성이 

높아 가고 있다. 

 소 트웨어 테스 은 소 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가정하고, 그러한 

오류들을 발견해 내는 활동이다. 따라서 소 트웨어 테스 은 오류를 찾기 한 의도를 가지고 

로그램을 실행 시키는 과정이며, 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오류를 발견하기 한 효과 인 테

스트 데이터를 선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테스터는 선정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소 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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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에서는 소 트웨어 테스트와 련된 이슈 에서도 PLC에 내장되는 pCOS와 같은 임베

디드 소 트웨어 테스트와 련된 국내외 기술 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1. 국내 기술 황

정보통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실시간 운 체제  내장형 어 리 이션의 국내 시장 황은 

2003년 58억 달러로 매년 1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연구소  업체에서 하드웨

어 랫폼, 실시간 운 체제, 정보가  제어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휴먼 인터페이스 등의 기

술을 개발 이다. 그 지만, 아직은 많은 부분이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

한 랫홈, 하드웨어, 운 체제, 어 리 이션까지 복합 으로 결합된 내장형 시스템에서 발생

하는 문제 에 한 원인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개발에 비해 PLC와 같은 내장형 시스템 테스

트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실시간 운 체제는 모든 임베디드 시스템의 핵심 소 트웨어이다.  따라서 

그 안 성과 정확성은 시스템 체에 한 향을 미친다.  특히 고안 성 임베디드 소 트

웨어라면 그 요성이 더 심각해진다.  이러한 고안 성 임베디드 소 트웨어, 특히 실시간 운

체제의 확인 검증에 한 문제는 선진국의 부분의 연구 기 에서 미의 심사이자 가장 

힘든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희미한 실정이다.  특히 정형기법처럼 철 한 확인 검증 기법

을 실시간 운 체제에 용한 사례는 국내외 으로 드물다.  단지 모델 혹은 개념 단계에서의 

논리  시스템에 한 스 링 가능성, 데드락 문제는 여러 연구 기   학에서 시뮬 이

션과 같은 기법을 용되고 있지만, 정형검증을 용된 사례는 국내에서는 극히 드물다.  

2. 국외 기술 황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정형기법을 용한 실시간 운 체제에 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RTOS로 제어되는 고안 성 임베디드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NASA나 록히드 

마틴 등의 항공업체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실시간 운 체제의 정형검증은 연구되고 

있다.[70]

우선 실시간 운 체제의 스 링 알고리즘에 한 연구는 오래 부터 연구되고 있는데, 

Rate-monotonic이나 EDF 스 링 알고리즘에 한 스 링 가능성의 검증은 꾸 히 진행

되어왔다. [71,72]

NASA나 록히드 마틴에서는 실시간 운 체제의 공간분할(Spatial partition)이나 시간분할

(Time partition)에 한 연구는 애 리 이션이 서로 간섭 없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검

증하기 해 상당히 깊게 진행되어 왔다.[70]

이 모든 경우, 부분 설계 모델  요구 사항에 한 확인 검증 차원에서 정형기법이 용되

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범 를 보다 확장시켜 진행시킬 정이다.

내장형 소 트웨어  시스템의 개발과 련하여서는 이미 국외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내장형 소 트웨어  내장형 시스템과 련된 테스트는 개발에 비해 연구가 많이 진척

되지 않았다. 학계 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내장형 소 트웨어와 련된 연구가 시작 단계에 

있다. 

내장형 소 트웨어  시스템을 지원하기 한 테스트 기술로서 각 사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도구에 사용된 테스트 기법은 다음과 같다. IBM사의 “Test Real Time", ATTOL사의 

“UniTest”  “Coverage”, Parasoft사의 “Insure++”, Rational사의 “Purify for Windows”와 같

은 테스트 도구가 있다. 이들 테스트 도구들은 모듈 벨이나 내장형 시스템에 탑재되는 코드 

자체에 한 테스트 커버리지를 제공하나, 인라인 어셈블리와 같이 내장형 소 트웨어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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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담당하는 하드웨어 제어 코드가 나오면, 이에 한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이외에도 PRQA사의 “QAC"rkxdms 테스트 도구가 있으나 이들은 블랙박스 테스트 도구로

서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성능 검증에 사용된다. 한 에뮬 이터  시뮬 이터를 제작하여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어, 상 임베디드 소 트웨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도 있지

만,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기본 특징  하나인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조합함으로 인해,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오류들을 발견하는 테스트 기법에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

지 않은 상황이다. 

 설계  개발에 비해 PLC와 같은 내장형 소 트웨어  내장형 시스템의 테스트는 국내외

으로 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여러 계층을 구성하는 독립 인 컴포 트들 간의 상호

작용 테스트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계층이 유기 으로 복잡하게 연결되

어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은 단독으로 테스트 할 수 없기 때문에, PLC와 같은 내장형 시스템 테

스트는 일반 인 소 트웨어 테스트에 비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과제에서는 독립 으로 개발된 컴포 트들이 합쳐져 PLC로 구축 되었을 때, 

이를 체계 으로 테스트하기 하여 테스트 로세스를 구축하고,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가 조

합되었다는 임베디드의 시스템의 특징에 착안한 테스트 기법을 개발하 고, 이를 원자력 PLC 

로세서 모듈의 테스트에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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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정형기법을 이용한 안  필수 소 트웨어-실시간 운 체제  시

스템 소 트웨어-의 명세  검증

1. 연구 배경

  정형기법[50]이란 소 트웨어 공학의 일종으로 오류가 없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시스템의 신

뢰성을 높이려는데 목 이 있다.  정형기법에서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수학  객체 모듈로 

취 하며, 이러한 객체의 성질과 동작을 묘사하고 측하기 해 수학  모델을 제공한다.  이

러한 수학  기호를 사용함으로 시스템의 명세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자연어가 일으킬 수 있는 

애매모호함이나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일 수 있고, 설계된 사용자의 요구조건과 동일한지 

수학 인 성질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정형기법은 크게 정형명세(Formal Specification)와 

정형검증(Formal Verification)으로 나  수 있는데 정형명세는 시스템이 달성해야 하는 요구 

사항과 그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설계를 묘사하는데 그 목 이 있고, 정형 검증은 그 설

계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정형기법에서 정형명세 언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수학  기호나 문자 혹은 수학 으로 잘 정의된(well-defined) 도식  언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설계 내에 애매모호함을 일 수 있으며, 시스템을 유일한 interpretation으로 변환할 수 

있다.  

둘째, 시스템의 객체를 수학  객체로 다루기 때문에 시스템의 완 성을 증명하기 해 수학  

증명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시스템에 요구되는 요구 사항을 모델링 하거나 설계된 시스템

이 만족하는지를 수학  증명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증명방법으로 완 성이 증명된 설계를 통해 시스템의 완 성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시스템의 Safety, Liveness, Deadlock 과 같은 특성들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검

증할 수 있다.

정형기법에는 로세스 수(Process Algebra)기반의 명세  검증기법, 상태 기반의 모델체킹

(Model Checking)의 명세  검증기법,  그리고 수학  논리를 기반으로 한 명세  검증기법

인 정리증명(Theorem Proving) 기법이 있다

  본 연구는 이 시스템의 핵심 소 트웨어인 실시간 운 체제를 상으로 한다. 즉 개발되고 

있는 고 안 성 임베디드 시스템의 실시간 운 체제의 개발 기법에 정형기법을 용하여 요구 

분석부터 설계 분석까지 폭포수 개발 로세스 모델의 설계의 과정에 정형기법을 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심이 될 상이 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원자력 발

소의 보호계통의 계측 제어 시스템으로 형 인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이러한 운 체제는 시

스템의 모든 소 트웨어에 막 한 향을 미치는 소 트웨어로서 그 확인 검증의 요성은 

단히 크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허가 기 이 따를 만한 표 을 통해 명세  검증 기 을 악한다.  IEEE의 표  특

히 IEEE STD 830-1998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과 IEEE 1016-1998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Design 

Description"을 통해 각각 소 트웨어 요구 사항  설계 사항의 요구 조건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요구 사항  설계 사항의 작성 차를 수립한다.  한 IEEE 1012-1998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을 근거로 소 트웨어 요구 사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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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의 검증 특성을 추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추출된 검증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형검증 기

법을 개발하 다.

 한 본 과제의 명세  검증 상이 실시간 운 체제  이와 련된 소 트웨어임으로 그

간 이를 한 명세  검증 기법을 조사를 통해 악하 다..

수립된 작성 차를 실제 실시간 운 체제에 용하고 검증 기법 역시 용함으로 각각의 문

제 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성  검증 차를 만들고 다시 실증함으로 보다 완 한 작

성  검증 차를 수립하 다. 한 이를 통해 요구 명세에 정형 기법을 용하여, 자연어 요

구 명세의 모순의 발견하 고, 이를 수정하 다.

2. 연구 내용  결과

1) 안 등  제어기기 로세서 모듈에 한 정형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본 연구에서는 포스콘 개발이 개발하는 PLC의 실시간 운 체제의 소 트웨어 요구 사항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작성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의 상  범 는 다음과 같다.

내        용 비  고

대상

pCOS(포스콘 개발 실시간 운영체제

1) RTOS 커널 모듈에 대한 요구 사항

2) RTOS　시스템 태스크

사용 도구 I-Logix 사의 STATEMATE MAGNUM (version 3.2)

작성 언어

1) 모듈 분할 및 인터액션 관계(System Context) 

   - Activity-charts

2) 각 모듈에 대한 행위 및 알고리즘 명세 

   - Statecharts

검증 방법 

1) 확인 

   - 시뮬레이션(I-Logix의 Simulator)

2) 정형검증 

   - 모델체킹(I-Logix의 ModelChecker, ModelCertifier)

검증 대상 핵심 모듈 일부

결과 
Statecharts로의 작성 중, 46개의 불일치성(Consistency) 

및 완전성(Completeness)의 오류 발견 및 수정 제안

표 1 1차년도 소프트웨어 요구 명세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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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컨텍스트

STATEMATE MAGNUM으로 작성된 요구 명세 작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는 STATEMATE MAGNUM을 기술된 시스템 컨텍스트를 보여 다.  각각의 이름은 

"COM" 두사를 써서 기능을 구분하고 있으며, 컴포 트를 연결한 선들은 함수 호출과 매개 

변수 달을 의미한다.  

실시간 운 체제의 주요 컴포 트는 다음과 같다.

1) COM_MULTITASKING_START : 실시간 운 체제를 기화하고, 태스크가 사용하는 자

원  태스크를 생성하고, 스 링  운 체제를 시작한다.

2) COM_SCHEDULER : 스 러로 우선 순  기반의 스 링을 한다.

3) COM_BIHS : 인터럽트 핸들로 기본 태스크 스 링을 한 타이머 인터럽트,  엔지니어링 

툴과의 통신을 한 시리얼 통신 인터럽트 등을 처리한다.

4) COM_TASKMANAGER :  태스크를 생성 혹은 삭제를 수행한다.

5) INTERTASKCOMMUNCATION :  태스크 통신을 한 자원-세마포어, 메시지 큐, 메시지 

메일 박스를 제공한다. 

6) COM_TASK_SET: 시스템  사용자 태스크이다.

이들 간의 자세한 입출력 계는 다음 표 2를 통해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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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대상 입력 출력

COM_BIHS
인터럽트 핸들러

V_INT_NESTING
인터럽트 네스팅 값 E_CSW_FC

컨텍스트 스위칭E_SCHED_FC
스케줄러 호출

TASK_SET
태스크 집합

V_TASK_STAT
태스트 상태

V_HIGHEST_PRIO_TASK_ID
스케줄된 태스크 아이디

COM
_INTERTASKCOMMUNICATION

E_SCHED_FC
스케줄러 호출

표 2 스케줄러 컴포넌트의 입.출력을 나타내는 표의 예시

표 2은 스 러의 입출력 흐름을 명시 으로 표 한다. 스 러(COM_SCHEDULER)는 

COM_BIHS와 TASK_SET, 그리고 COM_INTERTASKCOMMUNICATION과 통신하는네, 

COM_BIHS에서는 V_INT_NESTING과 E_SCHED_FC를 입력으로 받고, 같은 컴포 트에 

E_CSW_FC 신호를 내보내게 된다.  각각의 컴포 트는 이러한 표를 통해 입.출력을 명시 으

로 표 하고 있다.

소 트웨어 요구 사항의 계층  구조  계층 계를 그림 2,3에서 볼 수 있다.

그 각각의 컴포 트의 행 는 STATECHARTS를 통해 구성된다.

STATECHARTS는 상태 다이아그램을 응용한 도식 인 언어로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외부 입력에 해 이러한 상태가 어떻게 변하며,  상태 변화 도  

어떠한 입,출력을 일으키는지를 보여 다.   이러한 상태의 변화로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행  

 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으며, 시뮬 이션과 정형검증을 통해 복잡한 시스템이 

가진 숨겨진, 측하기 어려운 에러를 찾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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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COS - SRS의 Charts Tre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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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COS - SRS의 Charts Tre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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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는 STATECHARTS로 기술된 스 러를 보여 다.

그림 4 스케줄러 함수의 행위

그림 5 스케줄러 함수의 재정의(Refined)된 행위

이 스 러 함수의 행 는 그림 4과 같이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1) 스 링 호출을 기다린다.

2) 스 링 호출 신호를 받으면,  스 링 잠 과 인터럽트 네스 을 확인한다.

3) 스 링 한다.  스 링 시에는 비 리스트에 있는 모든 태스크 가운데 최우선순

를 지닌 태스크의 우선순  번호를 선택한다.

4) E_TRAP2 신호를 통해 Context Switching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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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케줄러 함수의 최상위 우선순위 선택 

의 알고리즘은 주로 하나의 시나리오에 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반면,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STATECHARTS는 사용자가 정의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구성된다.  따라서 요구 명세자가 정의한 스 러 함수가 가질 수 있는 행 를 다 

볼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 기 때문에 일반 로그램 언어로 함수가 라미터를 통해 라미

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범 의 값다 고려하여 산할 수 있는 반면,  STATECHARTS를 통한 

설계는 특정 라미터의 값에 해서면 제한 으로 명세 된다.  그러한 제한 가운데 요구 명세

자 혹은 요구자가 정의한 상태를 심으로 시스템의 결정 인 행 를 명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명세는 특히 정형검증을 통한 요구된 특성(검증 특성)에 해 완 하고 정확하게 검증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세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명세 시에 발견 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하 다.

수정 삭제 추가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에 

수정 제안 

제안 27 7 12

반영 24 7 9

수정이 제안된 제안의 는 그림9과 같다.



- 14 -

그림 7  수정 제안 보고

2) 모델 베이스 테스  기법 용을 한 정형 명세  검증 분석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아이템인 모델 기반의 테스 의 기본 아이디어는 요구  설계 명세

의 모델로부터 검증 특성을 추출하여 테스 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단계의 모델 기반의 테스  기법은 연구 차원에서 기법을 개발하고 가능성을 살펴보는 

수 을 진행된다.

본 과제의 모델 기반 테스트는 주로 시스템의 시간 인 요구 사항을 검증하는 것에 을 맞

춘다.

설계 단계에서 시간을 표 할 수 있는 Timed Automata를 이용해서 실시간 태스크를 설계하

고, 이 설계를 모니터에 용시켜 시간  제약에 따른 Conformance Relation을 분석하여 오류

가 있다면 이를 처리해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시스템의 Fault 

Tolerance를 보장해  수 있는 Timed Conformance Monitor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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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world

Real-Time
system

stimuli reaction

그림 8

   

real-world

RTOS

stimuli reactionReal-time
Task

call req.

그림 9

    

본 연구에서 실시간 시스템을 바라보는 은 그림8와 같다. 그림8는 실시간 시스템의 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체 시스템과 외부와의 반응과 응답에 해서 실시간 시스템을 분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실시간 시스템 내부에서 커 과 실시간 태스크와의 입출력 

계를 상세히 분석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 실시간 시스템을 그림9와 같이 보고 커 과 태스

크 간의 입출력에 한 모니터를 하는 데에 을 맞추었다.

 이러한 에서 커 에 2개의 모듈이 추가 되었고, 2개의 모듈은 다음과 같다.

▪ Timed Conformance Monitor: Timed Conformance Monitor는 태스크와 커 의 입출력을 

Hooking하여 실시간 태스크가 설계 명세와 Conformance Relation을 만족하는지를 모니터하는 

모듈이다.

▪ Fault Handler: Fault Handler는 실시간 태스크가 설계 명세와 Conformance Relation이 만

족하지 않을 때, 오류를 처리해주는 모듈이다.

그림 10은 Timed Conformance Monitor의 개략 인 구조이다. 시간의 제약을 가진 실시간 태

스크는 커 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반응을 하게 된다. 외부의 자극을 하드웨어와 커 을 통해

서 태스크에게 입력을 주고 처리 결과의 출력은 커 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 해지게 된다. 이 

때 실시간 태스크는 커 과의 입출력에서 시간 인 제약을 가지게 되는데 Timed 

Conformance Monitor는 커 과 실시간 태스크간의 입출력을 Hooking하여 앞에서 언 된 실

시간 태스크의 TIOCO(Timed input output Conformance Relation)를 분석하여 태스크가 태스

크의 설계 명세 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모니터한다. 그리고 만약 실시간 태스크가 설계 명

세의 시간  제약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Fault Handler가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해주게 된

다. 실시간 시스템은 Timed Conformance Monitor를 통해서 실시간 태스크의 설계 명세의 시

간 제약을 만족하 는지 분석 할 수 있고, Fault Handler를 통해 Fault Tolerance를 보장해  

수 있다. Timed Conformance Monitor와 Fault Handler가 태스크 수 이나 시스템 외부 모니

터로 추가 된 것이 아니라, 커  모듈로 추가가 되어서 생기는 장 은 다음과 같다.

 

 ▪ 태스크 수 으로 추가했을 경우 CPU의 제어권을 쉽게 얻을 수 없어 모니터와 Fault 

Handle을 하기 어렵다.

 ▪ 외부에 모니터를 두어 시스템을 모니터 할 경우 모니터와 시스템간의 통신상의 지연 때문

에 정확한 시간의 평가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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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델 기반의 시간 요구 명세 모니터

다음 그림 11은 임의로 구성된 가상의 태스크 집합을 통해 태스크가 시간제약을 배할 경우 오류를 검

출하는 실험을 구성한 이다. Timed Conformance Monitor를 통해 태스크의 상태 모델  시간오류를 

범한 치를 검출해 낼 수 있음을 보 다. 하지만, 실제 pCOS의 가 아니라 임의로 만든 가상의 태스

크 집합이고, 실제 용이 아닌 방법론 개발에 한 연구임을 밝  둔다.

그림 11 Timed Conformance Monitor의 가상의 예

제 2  임베디드 시스템의 컴포 트  통합 테스트 연구

1. 연구 배경  이론

1) 기존의 테스트 기법 검토 

 재 소 트웨어에 있는 오류들을 발견하기 한 다양한 소 트웨어 테스  기법들이 있

으며, 이러한 테스  기법들을 쉽고 효과 으로 지원하는 자동화된 테스  도구가 많이 개

발되어져 있다. POSCON PLC 에 용하기 한 테스트 방법론 정립을 하여, 기존의 소

트웨어 테스트 방법론  상용화된 테스트 도구들을 검토하 다.

2) 테스트 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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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스트 로세스의 구성요소 정의

 제안한 테스트 로세스의 구성 요소는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 에서 기술

할 테스트 작업과 테스트 문서 그리고 (다) 에서 기술한 테스트 벨  도메인의 특성을 

반 한 테스트 기법으로 구성한다. 

      

<그림 12> 소프트웨어 테스트 프로세스 구성 요소

(2) 테스트 작업  테스트 문서 악 

 PLC의 핵심소 트웨어인 pCOS는 안 성-필수 소 트웨어이기 때문에 엄격한 테스트 

차가 요구되므로, 이를 테스트하기 이 에, 테스트 표 을 분석을 통해 체계 인 테스트 

차( 로세스)가 무엇인지 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표 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일반 으로 일반 이고 추상 이기 때문에, 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IEEE 표 의 분석을 통해 소 트웨어 테스트를 한 표 을 

분석하여 테스트 차 구축을 한 기반을 다졌다.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EEE 1012[32] 표 으로부터 V&V 활동과 련된 테스

트 활동인 테스트 계획, 테스트 설계, 테스트 이스 생성, 테스트 차 수립, 테스트 수행

과 같은 테스트 작업을 추출하 다. 

 IEEE 829[33]로부터는 IEEE 1012로부터 악한 각 테스트 작업마다, 테스트 계획서, 테

스트 설계 명세서, 테스트 이스 명세서, 테스트 차 명세서, 테스트 수행보고서를 식별

하여 테스트 로세스의 토 를 마련하 다. 

<그림  13> 테스트 차서를 구성하는 테스트 항목  항목에 따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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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1012에서부터 소 트웨어 테스트 벨을 소 트웨어의 안  련 벨에 따라 

Component Testing, Integration Testing, System Testing, Acceptance Testing과 같이 4

단계로 구분한다. 각 벨별로 해당하는 테스트 작업은 <그림 14>과 같다. 

<그림 14>은 각 Development V&V 단계마다 수행되어야 하는 각 테스트 벨에 따른 

테스트 작업들을 나타낸다. <그림 14>에서 기술된 테스트 벨별로 필요한 테스트 작업 

 산출물이 어느 생명주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상의 특성에 맞는 테스트 벨을 선택하고, 그 벨에 맞추어 필요한 생명주기 단계에서 

테스트 작업  이에 따른 문서들을 작성함으로써 테스트 로세스를 구축한다.

<그림 14> 테스트 레벨 및 테스트 활동

(가) 테스트 작업 

￭ 테스트 계획 

   테스트를 수행하기 에, 테스트의 범 , 근 방법, 자원, 테스트 일정 등을 계획한다.

￭ 테스트 설계 생성

   테스트 할 상의 특징 악, 용 가능한 구체 인 테스트 기법 결정, 테스트 항목 추출, 

테스트 결정기  결정한다. 테스트 데이터 선정 기 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 테스트 이스 생성

   테스트 설계단계에서 선정된 테스트 기 에 의해 생성된 테스트 이스를 선정하는 단계로, 

테스트 이스의 입, 출력을 명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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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차 생성 

   테스트 이스 생성 단계에서 정의된 테스트 이스의 수행 차를 정의한다. 

￭ 테스트 수행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나) 테스트 문서

테스트 문서는 IEEE 829에 기술되어 있는 문서로, 테스트 작업 별로 각각 테스트 계획

서, 테스트 설계 명세서, 테스트 이스 명세서, 테스트 차서, 테스트 수행 문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원  시스템의 인허가를 받기 해서는 문서화는 필수 이다. 

<표 3>에서는 테스트 로세스로부터 산출되는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설계 명세서, 테

스트 이스 명세서, 테스트 차서, 테스트 수행 보고서에 한 주요 항목들을 보여 다. 

테스트 작업 (테스트 문서) 테스트 문서의 항목

테스트 계획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계획서 식별자 정의

-테스트 계획서 소개 기술

-테스트 항목 정의

-테스트 되어야 할 특성 정의

-테스트 되지 않아야 할 특성 정의

-접근법 기술

-테스트 통과/실패 기준 정의

-테스트 중지/재생 기준 정의

 -테스트 산출물 정의

 -테스트 환경 기술

 -책임 소재 기술

 -일정 기술

 -승인

테스트 설계 생성

(테스트 설계 명세서)

-테스트 설계 명세서 식별자 정의

-대상의 특징 파악

-테스트 기법의 구체화

-테스트 항목 추출

-테스트 결정 기준 결정

테스트 케이스 생성

(테스트 케이스 명세서)

-테스트 케이스 명세서 식별자 정의

-테스트 항목 정의

-입력 값 정의

-출력 값 정의

테스트 절차 생성

(테스트 절차 명세서) 

-테스트 절차 명세서 식별자 정의

-목적 기술

-특별 요구 사항

-절차 단계 기술

테스트 수행 

(테스트 수행 보고서)

-테스트 항목 전달보고

전달 보고서 식별자, 전달되는 테스

트 항목 식별, 위치, 상태, 승인

-테스트 로그

 테스트 로그 식별자, 설명, 활동과 사

건

-테스트 사고보고

 테스트 사고보고 식별자, 사고 요약, 사고설

명, 사고 충격

-테스트 요약 보고

 테스트 요약 보고 식별자, 요약, 변동 사항, 

자체 심사, 결과 요약, 평가, 활동 요약, 승

인

<표 3> 테스트 문서의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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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스트 벨  테스트 기법 악

 (2)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었다면, 테스트를 수행하기 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해, 상 도메인의 특성에 맞는 테스트 

벨 빛 테스트 기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랫폼과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이질성, 그리고 실시간 운 체제와의 긴 한 

연 계 때문에 pCOS를 테스  하는 것은 기존의 테스트에 비해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

어야 하며, 이러한 pCOS의 특성을 반 하도록 한 테스트 벨과 테스트 데이터 선정 

기법을 결정하는 것이 테스트 로세스의 핵심이다.

(가) 테스트 벨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테스트 벨은 다음과 같다. 구 된 코드의 기능

을 검사하는 코드기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컴포 트(단 ) 테스트 벨이 필요하다. 

 코드에 한 검사가 끝난 후 개발된 소 트웨어를 하드웨어에 통합 할 때, 기치 못한 

상황을 야기하기 하는 상호작용 오류를 발견하기 한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는 통합 

테스트 벨이 필요하며, 이를 한 상호작용 테스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pCOS 소 트웨어와 같이 상 시스템에 탑재되는 내장형 소 트웨어를 테스트 

하기 이해서는, 컴포 트 테스트 벨과 통합 테스트 벨이 필요하며, 각 벨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컴포 트 테스트 벨 

  컴포 트 테스트 벨로서, 개발된 코드 자체에 한 검사를 해 코드 기반의 테스트를 수

행한다.

￭통합 테스트 벨

통합 테스트 벨로서, 다양한 랫폼과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이질성, pCOS와의 긴 한 

연 계 때문에 기존의 테스트에 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하드웨어, 소 트웨어를 

독립 으로 테스트 했을 때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조합 하 을 때 발생하

는 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야기 시키는 오류를 상호작용 오류라고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오류로 인해 시스템이 fail되면 이에 한 원인 악이 쉽지 않다. 더욱이, 

안 에 한 치명도가 높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fail나지 않도록 개발 단계부터 엄

격한 테스 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된 코드 자체에 한 검사가 끝난 후 이 코드를 하드

웨어에 탑재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하기 한 테스 이 필요하며, 이를 해 상호

작용 테스 을 수행한다.

(나) 테스트 기법 

 테스트 벨이 결정되면, 각 테스트 벨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테스트 기법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테스트 기법이란 테스트 데이터를 선정하는 기 을 의미한다. 

 테스트 기법이란 소 트웨어 테스트를 수행하는 핵심기법으로, 효과 인 테스트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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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 선정 기법을 의미한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pCOS 소 트웨어의 특징을 분석하여 pCOS에 필요한 테스터 데이터 

선정 기법을 개발하기 하여, 어떠한 종류의 테스트가 필요한지 분석하 다. 각 기법에 

한 자세한 설명과 각 기법들이 용되는 는 부록 B에서 기술한다. 

<그림 15> 테스트 기법

<그림 15>에서는 pCOS 소 트웨어를 해 필요한 테스트 기법을 보여 다. 구 된 코

드 기반 테스트를 해서는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 과, 상호작용 테스트를 해서는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상호작용 테스트 기법이 필요하다. 각 테스트 기법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화이트박스(white-box) 테스트 기  (criteria) 

개발된 코드 자체에 한 검사를 한 테스트 데이터 선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 을 이용한다. 화아트박스 테스트는 구 된 로그램으로부터 

테스트 데이터를 선정하는 기법으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ATAC (Automatic Test Analysis 

for C)[34,36]이라는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선정하 다. ATAC에서는 

block criteria [34,35], decisions criteria [34,35], c-use criteria [34,35], p-use criteria [34,35] 

등의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 에 근거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선정할 수 있다. 

￭상호작용 테스트 기법

본 연구과제에서는 상호작용 테스트를 수행하기 하여 오류 삽입 기법과 뮤테이션 테스트 

기법을 이용한 상호작용 테스트 기법(Interaction Fault Mutation)[37]을 개발하 다. 

일반 으로 오류 삽입 기법은 시스템의 dependability를 하여, 하드웨어나 소 트웨어에 오

류를 삽입하여, 상 하드웨어나 소 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찰하는 기법이다. PLC

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가 긴 하게 연 되어,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 오류가 어떠한 원인 

는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되었는지 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 으로 코드에 오류를 삽

입하여 상 시스템의 행동을 찰하고자 하는 오류 삽입 기법을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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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한 기법에서는, 뮤테이션(mutation) 테스트 기법을 하드웨어에 의존 인 코드들과 어

리 이션 코드들이 어우러져 있는 임베디드 소 트웨어에 용하여, 원래의 로그램과 변형

된 로그램의 결과 값을 차별화하는 입력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선정하도록 하 다.  

3) pCOS 소 트웨어를 한 테스트 데이터 선정 기법 개발

 본 연구과제에서는 표  분석을 통해 테스트 차의 토 를 마련하 으며, 도메인 특성에 

따라 테스트 벨과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란 에 착안하

여 테스트 기법을 제시  개발함으로서 테스트 로세스를 구축하 다. 

 테스트 로세스의 핵심은 테스트 기법으로, 효과 으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한 테스트 

데이터 선정 기법의 개발이다. 

아래에서 본 연구과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상호작용 테스트 기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상호작용 부분 악

 pCOS 소 트웨어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BIHS, RTOS 커 , Agent 계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실시간 운 체제와 이러한 운 체

제 에 어 리 이션 소 트웨어가 탑재된다. 

이 게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pCOS는 그림에서와 같이 I1, I2, I3, I4와 같은 종류의 상

호작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상호작용 오류발견을 한 테스 이 필요하다. 

각 상호작용에 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I1은 하드웨어와 이에 의존 인 BIHS 계층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I2는 하드웨어와 

실시간 운 체제의 핵심인 RTOS 커  계층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I3는 하드웨어와 

어 리 이션에 의존 인 Agent 계층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I4는 하드웨어와 시스

템에 탑재될 형태인 실시간 운 체제와 응용 소 트웨어를 고려한 내장형 소 트웨어에 

한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본 과제에서는 I4에 한 상호작용에 을 두고 I4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 오류를 발견 할 수 있는 테스터 데이터 선정 기법에 하여 기술

한다.

<그림 5> 상호작용 부분 파악

(나) 상호작용 오류 테스트 기법

  pCOS가 단독으로 테스 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응용 소 트웨어  하드웨어와 유기

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컴포 트들을 연결할 시 발생하는 상호작용 오류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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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기 한 상호작용 테스트 데이터 선정 기법을 개발하 으며, 실제 시스템에 용하

을 때의 문제 을 악하고,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에 을 두고 기법을 보완하 다. 

① 테스트 데이터 선정 차

   <그림 6>와 같이 5단계의 테스트 데이터 선정 과정을 거쳐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 다. 

<그림 6> 상호작용 테스트 데이터 선정 과정

[단계1] 로그램 S 생성

로그램 S는 상 시스템의 동작을 시뮬 이트 하는 로그램으로, 탑재될 보드의 

주변 장치  로세서를 제어하는 하드웨어 의존 인 코드와 실질 인 시스템의 기

능을 나타내는 응용소 트웨어 코드를 조합한 내장형 소 트웨어이다. 

[단계 2] 오류 taxonomy 구축 

상호작용에 의한 오류 발견을 하여 하드웨어 오류를 소 트웨어 오류로 변환하여 

로그램 S에 삽입하여 로그램  P를 생성하도록 한다. 이를 하여, pCOS 소

트웨어가 탑재될 마이크로 로세서에 한 하드웨어 오류  오류가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단계 3] 로그램 P 생성

단계 2에서 악한 하드웨어 오류를 소 트웨어 오류로 시뮬 이트 하여, 로그램 

S에 삽입함으로서 로그램 P를 생성한다. 로그램 P를 생성하기 해서는 로

그램 S에 삽입할 오류를 삽입할 치 선정과 오류 삽입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로그램 P를 생성하기 한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 3-1] 오류 삽입 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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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에서 악한 하드웨어 오류를 소 트웨어 오류로 시뮬 이트하여 삽입할 

치를 결정한다. 이때, 오류를 삽입할 치는, 로그램 S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상으로 한다. 

[단계 3-2] 오류 삽입 방법 결정

단계 3-1에서 로그램 S에 삽입될 오류의 치 즉 변수가 결정되면, 변수의 값

을 단계 2에서 분류한 오류 특성에 맞게 변수의 값을 바꾼다. 

[단계 4] Porting

하드웨어 의존 인 코드와 보호계통 소 트웨어를 동작시킬 수 있는 어 리 이션 

로그램이 있는 내장형 소 트웨어 S와 P를 크로스 컴 일러를 이용하여 컴 일 

한 후, 각각 생성된 hex 형태의 일을 보드에 탑재한다. 

[단계 5] 테스트 데이터 선정

테스트하고자 하는 상 시스템에 테스트 데이터 선정 기 을 용시켜, 테스트 데

이터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본 기법에서는 테스터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입력 데이터 t에 하여, 보드에 탑재된 로그램 S의 결과인 S(t)와 보드에 탑재된 

로그램 P의 결과인 P(t)의 결과를 차별화 하는 입력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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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 수행 내용  결과

연구 범
연구수행방법

(이론 ,실험  근방법)
수행 내용  결과

테스트 문서 

개발 지원

IEEE Std 829-1998에 제시된 

테스트 문서 지침과 

Validated SW사의 테스트 문

서를 통해, 로세서 모듈을 

한 시험 계획서  시험 

차서 format을 제안하 다. 

시험 계획서:

① 테스트 목 에 따라 상 시스템을 분석

② 상 시스템의 테스트 수행 시 테스트 되

어야 하는 구체 인 테스트 항목을 제시 

③제시한 항목을 테스트하기 한 합한 테

스트 기법 제시

시험 차서: 

① 테스트 기법의 구체화

②테스트 계획서에 제시된 테스트 항목에 구

체화된 테스트 기법을 융하여 테스트 이

스 추출

③ 추출한 이스를 수행 시킬 수 있는 테스

트 차 수립

테스트 문서 

작성 지원

테스트 표 에 기반한 표  

테스트 활동(테스트 계획, 테

스트 설계, 테스트 이스 생

성, 테스트 차 생성, 테스트 

수행)을 반 한 테스트 문서 

작성을 지원한다. 

테스트 계획서: 

로세서 모듈 분석을 통해, 테스트 상  

통합 테스트 항목 식별, 테스트 방법, 테스트 

환경과 같은 테스트 계획 수립

테스트 차서:

식별된 테스트 항목 별 테스트 이스 설계 

 테스트 이스 별 수행 차 제시

테스트 수행 보고서:

테스트 차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

트 결과 기술

통합  시스

템 테스트 기

법 용을 

한 세부 지침

제시

PLC 로세서 모듈은 임베디

드 시스템이므로, 운 제체 

 하드웨어와 같은 계층이 

유기 으로 연동하여 동작한

다. 따라서 이들 계층 간의 

통합 테스트 수행을 해서는 

통합 치인 인터페이스를 식

별하고 각 인터페이스별 테스

트 이스를 설계한다. 

 테스트 상 식별

 : 시스템 태스크간의 통합

 : 시스템 태스크와 커 의 통합

 : 시스템 태스크와 HW의 통합

 : 커 과 HW의 통합 

- 테스트 상 별 테스트 항목 식별

- 테스트 항목 별 (입력, 상 출력)로 이루

어진 테스트 이스 설계

- 테스트 이스 별 테스트 수행. 실행 환경

에서 동작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므로, 통합

치(인터페이스)에서 테스트 상이 가지는 

변수 값, 해당 물리 주소 값 모니터링을 통해 

테스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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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
연구수행방법

(이론 ,실험  근방법)
수행 내용  결과

통합 테스트 

결과 분석

PLC 로세서 모듈은 하드웨

어, 커   시스템 태스크를 

포함한 실시간 운 체제, 

pSET 어 리 이션으로 구

성한다. 따라서 이질 인 계

층 간 통합 에서, 계층 

사이의 인터페이스  테스트 

결과를 분석한다.

PLC 로세서 모듈의 계층 간 통합 테스트 

수행을 통해, 내부 구조  계층 간 인터페이

스를 분석하 다. PLC 로세서 모듈에서 수

행한 통합 테스트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 

수행한 통합 테스트 버 은 Rev.02이다.

 • SW간의 통합 테스트 수행 결과 분석

   - 시스템 태스크와 사용자 태스크의 통합 

   - 시스템 태스크와 사용자 태스크의 통합 

   - 시스템 태스크와 커 의 통합 

 • SW와 HW간의 통합 테스트 수행 결과 

분석

  - 시스템 태스크와 HW의 통합 

  - 사용자 태스크와 HW의 통합 

  - 커 과 HW의 통합 

통합 테스트 

수행  지원

PLC 로세서 모듈의 내부 

구조 뿐 아니라, PLC 로세

서 모듈이 IO 장치, 통신 장

치, 워와 같은 다른 장비들

과의 시스템 통합 에서도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에, 

PLC 로세서 모듈의 내부 

구조를 반 한 통합 테스트 

뿐 아니라, pSET 어 리 이

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

으로 PLC 로세서 모듈에 

한 시스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한다.

인허가 획득을 해서는, 통합 테스트 Rev.02

와 같이 PLC 로세서 모듈의 내부 구조를 

반 한 통합 테스트 뿐 아니라, pSET 어 리

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PLC 

로세서 모듈에 한 시스템 통합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를 해 수행한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 PLC 로세서 모듈에 한 시스템 통합 

테스트 수행

   : 운 체제는 pSET 어 리 이션이 제공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IO 모듈, 통신 

장치 모듈, 원 모듈, 버스 모듈을 제어

한다. 따라서 PLC 로세서 모듈의 운

체제를 기 으로 각 모듈들을 통합하는 

시스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 다. 

 • PLC 로세서 모듈에 한 에러  워닝 

테스트 수행 

   : 인 으로 오류를 발생시킴으로써, 

PLC 로세서 모듈에 한 에러  워

닝 상황에 한 테스트를 수행하 다. 이

때, 보드 자체에 손상을 주는 것과 같이 

인 인 오류를 유발하기 힘든 타임아

웃 에러, FMS 에러, 어 리 이션 로

그램 체크섬 에러, 배터리 로우와 같은 

에러  워닝 테스트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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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
연구수행방법

(이론 ,실험  근방법)
수행 내용  결과

컴포 트 

테스트 수행 

지원

컴포 트 테스트 문서 작성 

지원

인허가 획득을 한 통합 테스

트 문서 작성을 지원

테스트 표 에 기반 한 표  테스트 활동(테스트 

계획, 테스트 설계, 테스트 이스 생성, 테스트 

차 생성, 테스트 수행)을 반 한 테스트 문서화

: : 로세서 모듈 CT 계획서, 로세서 모듈 CT 

차서, : 로세서 모듈 CT 보고서

컴포 트 테스트 지원

신규로 추가 되거나 수정된 운

체제  태스크들의 컴포

트들의 테스트를 수행하고 지

원

PLC 로세서 모듈의 소 트웨어 컴포 트들에 

한 테스트를 지원한다. 소 트웨어의 컴포 트 

테스트는 입출력뿐만 아니라 소 트웨어의 구조

에 따른 테스트가 필요하다. 각 테스트 단계에서

는 테스트 특성 분석, 테스트 항목 추출, 테스트 

이스 선정, 테스트 이스 별 세부 수행 지침 

제시, 테스트 수행을 통해, 실제 컴포 트 테스  

수행을 지원

: 커  컴포 트 7개 항목, 시스템 태스크 113개 

항목, 사용자 태스크 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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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목표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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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목표 가 치 평가 착안 목표 달성도

1차년도

소 트웨어 요구 사항 차

서의 정형기법 활용 제시
10%

-요구 사항 차서의 

정형기법 활용이 합

할 수 으로 제시 되었

는가?

100%

소 트웨어 요구 사항(정형

명세 부분)
20%

- 작성된 요구 사항이 

인허가에 합할 수

으로 작성되었는가?

100%

소 트웨어 요구 사항 검증 

결과
20%

- 작성된 요구 사항이 

인허가에 합할 수

으로 검증 되었는가?

100%

테스트 문서 개발 지원 30%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차서, 테스트 보고서가 

테스트 문서 표  형식

에 의거하여 개발 되었

는가? 

100%

로세서 모듈에 용 가능한 

테스트 기법 제시
20%

테스트 기법이 로세서 

모듈의 특성을 반 하

는가?

100%

2차년도

정형 요구 명세서의 수정  

특성 검증 완료
20%

작성된 SRS의 검토 의

견을 반 하여 보완 명

세 작업 지원을 수행하

고 이에 한 특성 검증 

지원을 하 는가?

100%

정형 기법을 이용한 설계 명

세 지원
20%

 정형 기법이 용된 설

계 명세서를 실제 작성

할 수 있도록 

Statecharts 명세를 지원

하 는가?

100%

정형 요구 명세 기반 한 

model-based testing 기법 개

발 

10%
시간  특성에 한 확

인 결과를 보 는가?
100%

테스트 문서 작성지원 30%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차서, 테스트 보고서가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

가?

100%

통합  시스템 테스트 기법 

용을 한 세부 지침 제시
20%

테스트 수행을 한 세

부 수행지침이 포함되었

는가? 

100%

3차년도

PLC 실시간 커 의 정형명세
의 추가 보완 작성  정형검
증

25%
추가된 부분의 원래 있던 

부분과 모순없이 

운영되는가?
100%

Model-based testing 기법을 
컴포 트 테스 에 용  
결과 분석

15%
모델에서 찾은 문제가 

실제 코드에 어느정도나 

반영되는가?
100%

통합 테스트 결과 분석 15%

수행한 테스트가 제시한 

통합 테스트 항목을 커

버하 는가? 

100%

통합 테스트 수행 지원 25%

테스  차  테스  

수행과정이 체계 으로 

제시되었는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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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목표 가 치 평가 착안 목표 달성도

4차년도

테스트 문서 작성 지원 25%

IEEE 테스트 표 에 명

시된 지침 로 ‘테스트 

항목 추출, 테스트 이

스 선정, 테스트 이스

별 수행 지침, 테스트 환

경, 테스트 결과’등이 포

함되었는가?

100%

임베디드 시스템의 통합 테스

트 수행을 한 세부 지침 제

시

25%

테스  차  테스  

수행 과정이 체계 으로 

제시되었는가?

100%

컴포넌트 테스트 문서 작성 

지원

25%

IEEE 테스트 표준에 

명시된 지침대로 '테스

트 항목 추출, 테스트 

케이스 선정, 테스트 

케이스별 수행 지침, 

테스트 환경, 테스트 

결과' 등이 포함되었는

가?

100%

컴포넌트 테스트 지원 25%

 테스  차  과정이 

PLC 모듈의 특성에 

합하게 수행되었는가?

100%

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될 정형명세는 재 선진국의 각종 안 필수 소 트웨어의 요구  설

게 작성에 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특히 높은 품질의 소 트웨어 개발 시, 표  로세스 

내에서 이러한 기법에 정형기법에 기반 한 명세와 검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형기법으로 개

발된 pCOS의 요구  설계명세는 국내를 비롯한 국외에서도 소 트웨어 품질 보증에 한 

잣 로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테스트 문서 작성  테스트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체 연구에서 원활한 과

제 진행을 도우며 추후 개발된 제품의 안  필수 계통에의 용에 필요한 문서 획득을 가능

하게 한다. 본 연구 과제의 기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를 통해 실제 테스트 문서 작성 지원  테스트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체 연

구에서 원활한 과제 진행을 도우며 추후 개발된 제품의 안  필수 계통에의 용에 필요한 

문서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둘 째, 본 연구를 통해 확립된 테스트 기술은 향후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일반 임베디드 시

스템으로의 확장 용이 가능하다. 원자력 산업계의 인허가에서 입증된 기술이라는 리미엄

은 일반 산업계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술 특성상 일반화하더라도 제품

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반 하여야 하므로, 일반화된 제품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제품에 컨설

을 추가하여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법론  차 자

체에 한 기술 특허 등을 통해 상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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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기 할 수 있는 기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소 트웨어 명세  검증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 으로 소 트웨어의 안

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품질을 보장하여 인허가 획득을 지원하는데 있다.  

  소 트웨어 안 성  신뢰성 보장은 고안 성 시스템의 소 트웨어에 으로 필요한 

요소 이다.  특히 소 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비해 상 으로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오류를 찾

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해 소 트웨어의 요구 사항  설계를 정형 으

로 명세하고 시스템 으로 검증함으로 보다 완 한 설계를 통해 구 이 나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명세  검증 결과는 개발된 소 트웨어가 다른 소 트웨어 비

해 상 으로 엄격한 개발 과정을 거친 양질의 소 트웨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고안 성 시스템인 PLC의 핵심 시스템 소 트웨어인 실시간 운 체제를 

상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소 트웨어보다 복잡하고 행 가 비결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다른 고안 성 시스템의 소 트웨어의 안 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도 용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반 인 소 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상된다.

  특히 국내 원자력 분야의 계측 제어 시스템이 내장형 시스템 화됨에 따라 소 트웨어의 확

인 검증이 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내장형 계측 제어 시스템을 수입하려

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 소 트웨어의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히 큰 비 을 차지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용될 정형기법은 이를 만회하는데 크게 도움을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 결과는 원자력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안 성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도 활용 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항공 계측 제어 분야, 의료 시스템 분야, 교통 제어 시스템에 이르기

까지 고 안 성 내장형 시스템이 보편화되는 시 에서 본 연구를 통해 용하게 될 소 트웨

어에 한 정형기법의 용은 차 보편화될 엄격한 확인 검증 기법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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