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중요  
성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테스트의 . 
이해 부족 개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열악한 테스트 , 
환경을 가진다[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써 요  , 

구사항 명세서에서부터 테스트케이스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추상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 
자동화는 사람이 직접 하는 작업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
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말뭉치 정규화와 . 
의미 규칙 기반 요구사항 정제를 통한 원인 결과 그래프 -
자동 생성 방법 이 있다 이 방법은 블랙박스 테스트케[2] . 
이스를 쉽게 생성하기 위해 원인 결과 그래프를 생성- [3]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원인 결과 그. -
래프 생성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본 논문은 요구사항 정제를 통한 원인 결과 그래프 자  -

동 생성 과정의 올바른 검증을 위한 C3Tree(Conditional 
모델 설계 방법을 제안한and Conjunction Clause Tree) 

다 모델은 요구사항 문장의 절 관계를 명확하게 . C3Tree 
식별 및 분류하고 가시화 한다 요구사항 문장을 , . 

모델로 변환하고 모델을 원인 결과 그래C3Tree , C3Tree -
프로 변환하면 요구사항과 원인 결과 그래프 간의 추적, -
성을 쉽게 확립하고 표현할 수 있다, .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은 관련 연구로써   . 2
말뭉치 정규화와 의미 규칙 기반 요구사항 정제를 통한 
원인 결과 그래프 자동 생성 방법을 언급한다 장은 요- . 3
구사항으로부터 생성된 원인 결과 그래프의 검증을 위한 -

모델 설계 방법을 언급한다 장은 적용 사례로C3Tree . 4
써 요구사항으로부터 자동 생성 환경을 언급한, C3Tree 
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언급한다. .

관련 연구2. 

말뭉치 정규화와 의미 규칙 기반 요구사항 정제를 2.1 

통한 원인 결과 그래프 자동 생성 방법- [2]

그림 요구사항으로부터 원인 결과 그래프 생성 과정< 1> -

비정형 요구사항으로부터 생성된 원인 결과 그래프의 검증을 위한 - C3Tree 

모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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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올바른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케이스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가시키고 유지보수 비용 절약이 가능하  , 

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여건상 올바르고 다양한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 것은 힘든 실정이다. /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말뭉치 정규화와 의미 규칙 기반 요구사항 정제를 통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다 이, . 
를 위한 중간 단계인 원인 결과 그래프 기반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방법이 있다 요구사항으로부터 생- . 
성된 원인 결과 그래프의 정확성 검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생성된 원인 결과 그래프의 검증을 위한 - . , -

모델 설계 방법과 이 모델을 코드로 자동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원인 결과 그래프C3Tree XMI . -
의 생성 과정을 단계 별로 자동 가시화함으로써 쉬운 검증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코드를 생성하여 , XMI
원인 결과 그래프 기반의 코드로 자동 변환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XMI .



말뭉치 정규화와 의미 규칙 기반 요구사항 정제를 통  
한 원인 결과 그래프 자동 생성 방법은 그림 과 같이 - < 1>
요구사항 문장을 정규화 하고 문장의 접속문 과 조[4][5] , [6]
건문 을 식별하여 결과적으로 문장의 원인 및 결과 [4][7]
요소를 식별한다 그리고 식별한 결과를 기반의 원. XMI 
인 결과 그래프로 자동 생성한다 생성된 원인 결과 그- . -
래프는 블랙박스 기반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기
초 모델이 된다[3].

  요구사항으로부터 생성된 원인 결과 그래프의 검증3. -
을 위한 C3Tree(Conditional and Conjunction Clause 

모델 설계Tree) 

요구사항 명세서로부터 원인 결과 그래프 변환 시 3.1 -

필요한 요소 식별

는 요구사항으로부터 원인 결과 그래프 생성의   C3Tree -
중간 과정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가시화한다 중간 과정, . 
에서 식별되는 요소들은 아래의 표 과 같다< 1> .

표 요구사항으로부터 원인 결과 그래프의 생성 과정< 1> -
에서 식별되는 요소들












를 구성하는 의 속성 정의3.2 C3Tree C3Node

는 들의 연결로 구성된다 는     C3Tree C3Node . C3Node
요구사항으로부터 원인 결과 그래프의 생성 과정에서 파-
생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아래의 표 와 같은 정< 2>
보를 저장한다 은 절의 종류를 저장한다 절의 정. Type . 
보는 조건절 결과절 접속절(Condition), (Result), 

단일 문장 최상위 절 의 값을 (Conjunction), (Single), (Top)
가진다 는 절의 문장을 저장한다 일반적인 문. Sentence . 
자열을 저장한다 은 절 내부에서 구성된 세부 . Children
절들의 정보를 저장한 의 링크이다C3Node . Combination
은 같은 계층의 절들과의 조합 관계로써, AND, OR, 

의 값을 가진다NORMAL, SINGALE, LAST .
  

표 의 속성< 2> C3Node

설계3.2 C3Tree 

에서 노드는 원인 결과 그래프의   C3Tree <<Condition>> -
원인이 된다 노드는 원인 결과 그래프의 결. <<Result>> -
과가 된다 은 원인의 조합 또는 결과의 . <<Conjunction>>
조합이 된다.

들의 연결되어 구성된 의 예는 아래의   C3Node C3Tree
그림 와 같다 첫 번째 계층의 노드는 최상< 2> . <<Root>> 

위 노드로써 에 하나의 문장이 저장된다 두 번, Sentence . 
째 계층의 노드는 노드의 조건절 <<Condition>> <<Root>> 
정보를 가진다 두 번째 계층의 노드는 . <<Result>> 

노드의 결과절 정보를 가진다 세 번째 계층에<<Root>> . 
서 관계로 묶인 노드들은 상위의 AND <<Conjunction>> 

노드 내에 속한 다수의 접속절들이다<<Condition>> . OR 
관계로 묶인 노드들은 상위의 <<Conjunction>> 

노드 내에 속한 다수의 접속절들이다 네 번<<Result>> . 
째 계층의 노드들은 상위의 노드 내에 <<Conjunction>> 
속한 접속문 정보를 가진다.

그림 의 예< 2> C3Tree

적용 사례4. 

아래의 요구사항 문장을 로 나타낸 결과는 아래  C3Tree
의 그림 과 같다< 3> .



첫 번째 계층의 노드는 하나의 조건절과 하  <<Root>> 
나의 결과절을 포함한다 두 번째 계층의 . <<Condition>> 
노드는 두 개의 접속절을 포함한다.

그림 요구사항으로부터 만들어진 의 예< 3> C3Tree

요구사항 문장으로부터 의 코드를 자동 생  C3Tree XMI 
성한 예는 아래의 표 과 같다< 3> .

표 의 코드< 3> C3Tree XMI 

결론 및 향후 연구5. 

본 논문은 요구사항 명세서로부터 원인 결과 그래프   -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 자동생성 할 때 중간 단계의 원, 
인 결과 그래프 자동 생성 과정을 로 표현하는 방- C3Tree
법을 제안한다 는 요구사항 문장이 분할되고 정. C3Tree , 
규화되는 과정을 가시화할 수 있고 코드로 자동 생, XMI 
성된다 를 통해 요구사항이 원인 결과 그래프로 . C3Tree -
바뀌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잘못된 원인 결과 , -
그래프가 생성되었다면 문장의 해석이 틀린 부분을 쉽, 
게 추적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요구사항 분석 과정의 검. 
증 및 추적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로써 의 코드를 원인 결과 그래  , C3Tree XMI -

프의 코드로 자동 변형하고 원인 결과 그래프의 XMI , -
코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자동 XMI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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