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뢰

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신뢰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란 개발자의 요구사항

에 합당한 동작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높은 신뢰성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생산이 어려

워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이 요구되고 현재 소프트웨어

의 테스트는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의 에 해50%
당하는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1]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었

고 상용화된 제품 이 많지만 테스트를 위[2][3][4]
한 테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이나 와 같은 절차적 언어로 작성된Pascal C

소프트웨어는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함수간

의 순차적인 실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따.
라서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얻기 위해서는

함수에 대한 적절한 테스트가 필수적이다 함수.
는 문장의 제어문을 통한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

고 실행 경로에 따라 그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는 소프트웨어의 경로를 분석하고 조건 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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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 생성 단계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많은 노력을 요구
한다[1]. 본 논문에서는 이나 와 같은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pascal C
실행의 단위가 되는 문장들간의 결합구조 정보를 통해 테스트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문장을 집합.
으로 정의하고 집합의 원소간에 연산을 통해 프로그램 코드의 구조 정보를 추
상 구문 트리 로 표현한다 또한 본 논문은 생성된 추상(Abstract Syntax Tree) . ,
구문 트리의 구조 정보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한 실행 경로를 파일로 표현XML
하여 실행 경로에 영향을 주는 조건식을 추출하고 연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테스트 데이터 자동 생성 방법은 기존의 테스팅 적.
합성 기준을 판별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실행 경로 정보에 대. ,
한 파일을 통해 조건식의 추출과 연산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XML
제시하여 소프트웨어 테스트 데이터 생성에 관련된 자동화 도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을 추출하여 연산을 통해 경로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일.
반적으로 함수를 구성하는 문장들은 연속적인

구조와 반복적인 구조의 두 가(linear) (recursive)
지 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연속적인. ,
구조를 갖는 문장들의 결합 형태는 선행 문장이

실행되고 후행 문장이 실행되는 순차적인

결합 형태와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sequential)
이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행되는 선택적인

결합 형태로 구분되어 진다(optional) .
본 논문은 프로그램 소스의 문장을 대수적 집

합으로 표현하고 집합 원소간의 관계를 문장의,
결합 특성에 따라 연산 식으로 나타낸다 생성.
된 연산 식은 프로그램의 구조 정보를 쉽게 표

현하기 위해 추상 구문 트리로 표현된다 본 논.
문에서는 생성된 추상 구문 트리를 기반으로 테

스트 대상이 되는 실행 경로를 선택 지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실행 경로를 연산으. ,
로 정의하고 문장이 실행되는 조건인 속성과 연

산을 통해 실행 대상이 되는 조건을 찾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한번 생성한 경로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는

로 저장하여 테스트 로그로 사용한다XML[5] .
기존의 테스트 데이터 생성 절차는 테스팅 적합

성 기준을 선정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선정 또는

생성하는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합당한 입력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한다 본 논문[6].
이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하여 테스트 대상이 되는 경로를 입력으로

받는다 실행 경로 작성 시 문장 단위로 실행 가.
능한 경우만을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테스팅에

적합성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에 따라 테스트 대,
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입력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와 생성된. ,
테스트 데이터를 의 형태로 로그를 남겨XML
분석 결과 분석에 유용하다.

본 논문은 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장2 3
에서 문장 결합을 통한 테스트 데이터 자동 생

성 방법을 보인 후 장 실험에서 제안한 방법을4
실험하는 예제를 보인다 그 후 장 결론 및 향. 5
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한다.

2. 관련 연구

일반적인 테스트 데이터 생성2.1.

기존의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한 가지는 모형.
검사 방법과 다른 한 가지는 정리 증명 방법이

다 모형 검사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한[6][7][8].
상태 공간을 다루는 방법으로 완전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한. ,
한 모든 경우를 다룰 수 없고 초기의 유한한 상

태 공간을 사용자가 지정해야한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반면 정리 증명 방법은 무한한 상태.
공간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한 공

간을 다루기 때문에 완전히 자동화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증명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6].

임의의 값을 이용한 테스트 데이터2.2

생성[9]

는Bird “Automatic generation of random
에서 임의의 값을 통해self-checking test cases”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테스트 대상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테스트 데이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선

택적인 실행 경로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많은 작업을 요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함수 최소화 방법을 이용한 테스트2.3

데이터 생성[10]



은 임의의 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경로Korel
에 따른 테스트가 어려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의의 값을 생성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변형하

여 개발자가 지정한 경로에 합당한 경우에 테스

트를 진행하고 경로에 합당하지 않으면 테스트

를 중지하고 다른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임의의 값.
을 이용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경로에 따른 테

스트 데이터를 결정할 수 없는 약점을 극복하였

지만 임의 값이 선택한 경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인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일차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테스트2.4

데이터 생성[11]

는 실행 경로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생Gupta
성하기 위해서 블록의 실행 경로를 결정하는 제

어문의 조건문을 추출한다 추출된 조건문의 제.
약식의 계산을 일차 연립방정식으로 적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산함으로써 지정된 경로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고안하

였다 이 방법은 추출된 조건문의 분기 범위를.
계산하여 주어진 경로에 따라 올바른 분기가 일

어나는 테스트 데이터를 일차 연립방정식의 근

사 해를 통해 생성하게 한다 의 방법은. Gupta
기존의 한 번에 하나의 분기 조건만을 고려한

방법에 비해 적은 연산을 통해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 Gupta
제안한 방법은 분기에만 적용 가능하고 반복과

같은 제어문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

고 제어문에 영향을 주는 명령문의 추출방법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

3. 문장결합을 통한 테스트 데이터 자동

생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테스트 데이터 생성 방

법은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 대상이 되

는 프로그램 코드와 실행 경로를 입력받아 테스

트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일련의 알고리즘과

모듈로 구성된다.

테스트 데이터 자동 생성3.1

그림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테스트 데이터1
자동 생성을 위한 전체적인 모듈 개념도 이다.

그림 테스트 데이터 자동 생성 모듈1.

소스 분석 모듈은 문장 결합 정의에 따라 프로

그램 소스를 연산 식으로 표현하고 추상 구문

트리를 생성한다 실행 경로 추적 모듈과 실행.
경로 입력 모듈은 생성된 추상 구문 트리를 바

탕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테스트 대상이

되는 실행 경로를 결정한다 조건식 추출 분석. /
기는 결정된 실행 경로와 추상 구문 트리를 입

력으로 하고 출력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한

다.

문장 결합과 연산 정의3.2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장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의 결합은 문장의 연속이나.
문장이 제어문에 포함되는 구조를 갖는다 문장.
의 실행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어문을 포

함하고 있는 문장의 결합 구조를 분석하여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 의 문법을. ANSI C[12]



기준으로 문장 을 집합의 원소로 정의(statement)
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정의 은 문. 1 ANSI C
법의 문장 의 집합 의 정의이다(statement) S .

정의 문장의 집합1. S

S = { b | <statement> ⇒* s }

단, <statement> N∈ □

정의 에서 정의한 집합 의 원소는 프로그램1 S
실행 시 실행 단위가 되고 프로그램은 집합 의S
원소가 제어문을 통해 결합되어 실행된다 또한. ,
문장의 실행 경로는 제어문의 조건식을 통해 결

정된다 그러므로 제어문의 조건식을 정의 와. 2
같이 정의한다.

정의 조건식의 집합2. C

C = { c | <selection-statement> ⇒*

"if" (c) <statement> or

<iteration-statement> ⇒*

"while" (c) <statement> }

단,<selection-statement>, <statement>

,<iteration-statement> N∈ □

정의 의 조건식 집합 의 원소는 모듈에서2 C
프로그램 실행 경로를 결정짓는 요소로써, while
문과 문의 조건식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if . C
언어의 문은 반복문이고 문은 대표적인while if
분기문이다 또한 모든 반복문은 문으로. , while
변환할 수 있고 모든 분기문은 문으로 전환할if
수 있다 즉 정의 의 문장 집합 원소간의[13]. , 1 S
결합과 정의 의 조건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2
코드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
장과 조건식의 관계를 정의 에서 연산으로 정3
의한다.

정의 제어 연산3.

.① “[statement1] [statement2]”

= statement1 statement• 2 이고,

.② “if[condition][statement1]

else[statement2]”=

statement1
<condition>

+statement2
<~cond

ition> 이며,

.③ “while [condition] [statement1]”

= (statement1)
<condition>이다.

또한, statement1 statement• 2 ,

statement1
<condition>+statement2

<~condition>

,(statement1)
<condition> 이다S .∈

단, statement1, statement2 S,∈

condition C∈ □

프로그램 코드는 문장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결합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 정의 의 과 같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3 ①

선행 문장이 실행된 후 후행 문장이 실행되는

선형적인 결합이고 둘째 와 같이 두 문장이, ②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조건에 따라 하나의 문장

이 실행되면 다른 하나의 문장이 실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문의 결합이다 그리고 세 번째if .
결합의 형태는 에서와 같이 조건에 따라 문장③

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문의 결합으로 분while
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의 제어 연산은 프. 3
로그램 코드에서의 모든 제어문을 연산으로 표

현한다.

문장결합 표현식과 구조적 정보3.3

그림 에서 소스 분석 모듈은 테스트 대상이1
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 받아 정의 을1, 2, 3
통해 문장 구조 표현식을 생성한다 생성된 표.
현식은 구조 정보를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수식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스 분석 모.
듈은 생성된 표현식의 구조 정보를 표현하기 위

해 추상 구문 트리를 생성한다 그림 는 정의. 2 3
의 연산에 대해 소스 분석 모듈이 생성한 표현

식과 그에 대한 구조 정보를 나타내는 추상 구



문 트리이다.

그림 표현식의 추상 구문 트리2.

그림 에서 은 왼쪽 자식 문장과 오른쪽2 “+”
자식 문장이 선택적으로 실행되는 결합이고 “•”
은 왼쪽 자식 문장이 실행되고 오른쪽 자식 문

장이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결합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와 같은 추상 구문 트리2

를 생성하기 위해 을 이용하여 파서YACC[14]
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표 은 제안. 1
한 형태의 추상 구문 트리를 생성하는 파서 생

성 소스의 일부이다YACC .

표 추상 구문 트리를 생성하는 코드1. YACC

...
statement_list

:statement {$$ = $1;}
|statement_list statement ;
{$$ = AndOp($1, $2);}

selection_statement
: ‘if’ ‘(’ expression ‘)’ statement

‘else’ statement;
{$$ = OrOp($3, $5, $7);}

iteration_statement
: ‘while’ ‘(’ expression ‘)’ statement
{$$ = RepeatOp($3, $5);}

...

표 에서 소개한 소스의 일부는1 YACC ANSI
프로그래밍 언어를 파싱하는 전체 소C YACC

스와 함께 테스트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하여 연산 노드를 생성한다 표 는 연산. 2
노드를 생성하는 간단한 소스이다C .

표 추상 구문 트리 생성 알고리즘2.

andNode AndOp(statement l, statement r){
andNode p; p->l_link = l;
p->r_link = r; return p; }

orNode OrOp(statement l, condition c, statement r){
orNode p; p->l_link = l;
p->r_link = r; p->c_link = c;
return p; }

repeatNode RepeatOp(statement s, condition c){
repeatNode p; p->link = s;
p->c_link = c; return p; }

실행 경로 선택3.4

소개한 소스 분석기를 통해 생성된 추상 구문

트리는 실행 경로 추적 모듈의 입력으로 사용된

다 실행 경로 추적 모듈은 추상 구문 트리를 분.
석하고 실행 경로 입력 모듈은 사용자에게 실행

경로를 입력 받는다 이때 사용자는 생성된 추. ,
상 구문 트리의 구조 정보로부터 선택 가능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
자는 실행 경로를 결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테스팅 적합성 기준을 판별하는

과정을 제거해 보다 효율적인 테스트 실행 경로

설정이 가능하다.
정의 의 연산은 실행 경로를 표현하는 연산4

이다 정의 의 집합 을 이용해 실행 경로에. 1 S
관한 연산을 정의한다.

정의 실행 경로 결정을 위한 연산4.

.① s1이 실행된 후 s2가 실행되는 연산은

“ s
< c 1>
1 ⊕s < c 2>2 이다” .

.② 조건 c1과 c2 이 만족할 경우 s1이 실행된

후 s2가 실행되는 연산은

“ s
< c 1>
1 ⊙s <c2>2 이다” .

단, s1, s2 S, c∈ 1, c2 C∈ □



정의 는 실행에 특성에 따라 문장이 결합하4
는 구조를 두 연산으로 정의한다 실행 경로는.
문장의 제어에 따라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

다 한 가지는 정의 의 과 같이 조건에 상관. 4 ①

없이 먼저 실행된 문장의 조건에 상관없이 후에

실행되는 문장이 실행되는 문장의 결합이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와 같이 선 실행된 문장의 조②

건이 다음에 실행되는 문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가 있다 에서 정의한. “② s
< c 1>
1 ⊙s <c2>2 의 연”

산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건식 “(c1 && c2 가)”
만족해야한다 또한 정의 의 식. , 4 ①

“ s < c 1>1 ⊕s < c2>2 이 실행은 조건에 상관없이 실”

행되지만 조건이 있는 경우 “(c1 && c2 의 조)”
건을 갖는다 왜냐하면. , s1과 s2가 모두 실행되는

경로이므로 두 조건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경로

표현식의 실행 경로에 따라 실행되기 때문이다.

조건식 추출과 연산3.5

사용자로부터 받은 실행 경로는 문서의XML
형태로 저장한다 이것은 실행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식의 추출과 연산을 쉽게 할 수 있

다 표 은 실행 경로를 로 저장하기 위한. 3 XML
이다DTD .

표 실행 경로 의3. XML DTD

<?xml version="1.0" encoding="UTF-8"?>
<!ELEMENT function (statement | operator)*>
<!ELEMENT statement (#PCDATA)>
<!ATTLIST statement

id CDATA #REQUIRED
condition CDATA #REQUIRED>

<!ELEMENT operator (#PCDATA)>
<!ATTLIST operator

type CDATA #REQUIRED>

테스트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코드의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추상 구문 트리와 실행 경로를

저장하는 문서는 조건식 추출 분석기의XML /
입력이 된다 조건식 추출 분석기는 입력된 추. /
상 구문 트리와 실행 경로를 바탕으로 실행 경

로에 영향을 주는 조건식을 추출하고 에서3.1
소개한 조건식의 연산 방법에 따라 조건식을 연

산하여 변수의 범위를 찾아내고 변수의 범위에

따라 입력의 범위를 찾는다.

4. 실 험

본 논문에서 절차적 언어인 언어로ANSI C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하여 테스트 데이

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예제로 보인다 실험에서.
프로그램 소스를 제안한 정의 에 따라 표1, 2, 3
현식으로 나타내고 구조 정보를 위한 추상 구문

트리를 생성한다 또한 정의 를 통해 실행 경. , 4
로를 추출하여 로 저장하고 조건식을 추출XML
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조건식의 연산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한 실행경로에 대한 테스트 데이

터를 생성한다 표 는 테스트 대상이 되는 간. 4
단한 코드이다C .

표 프로그램 예제 코드4. C

1 int input[10];
2
3 int binarySearch(int low,int high,int target){
4 int mid = (low + high)/2;/*statement0*/
5 while(low <= high){
6 mid = (low + high) / 2;/*statement1*/
7 if(input[mid] == target){
8 return mid;/*statement2*/
9 }else{
10 if(target > input[mid]){
11 low = mid + 1;/*statement3*/
12 }else{/*statement4*/}
13 if(target < input[mid]){
14 high = mid - 1;/*statement5*/
15 }else{/*statement6*/}
16 }
17 }
18 return -1;/*statement7*/
19 }

표 의 프로그램 코드는 에 있는 배열에4 input
서 특정 자료를 찾아내는 이진 탐색 프로그램의



함수이다 표 의 제어문 구조를 분석하여 앞에. 4
서 제안한 연산으로 표현하면 표 와 같은 표현5
식으로 나타난다 표현식을 단순화하기 위해.

는 로 표기한다statement s .

표 코드를 분석한 표현식5.

s 0 ( { s 1 { s 2· · < i n p u t [ m i d ] = = t a r g e t > +
{{s3<target>input[mid]>+s4<target<=input[mid]>}s5<target<input[mid]>+s6<

target>=input[mid]>}}}<input[mid]!=target>}<low<=high>) s7·

표 의 표현식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기 어렵5
기 때문에 그림 에서 소개한 추상 구문 트리의2
형태로 나타낸다 그림 은 표 의 표현식을 나. 3 5
타낸 추상 구문 트리이다.

그림 표 예제에 따른 추상 구문 트리3. 2

그림 과 같은 형태로 분석된 추상 구문 트리3
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실행 경로를 입력으로

받으면 표 과 같은 실행 경로를 나타내는 표현6
식을 생성할 수 있다.

표 실행 경로를 나타내는 표현식6.

s 0⊕ (s low≤high1

⊙s ( input[mid]≠target)and (target> input[mid])3

⊕s target≥input[mid]6 )⊕ (s low≤high1

⊙s ( input[mid]≠target)and(target≤input[mid])4

⊕s target < input[mid]5 )

⊕ (s low≤high1 ⊙s input[mid]= target2 )

표 과 같은 표현식은 프로그램으로 다루기가6
어렵기 때문에 실행 경로를 표 과 같은7 XML
문서로 작성 가능하다 표 은 실행 경로를 나. 7
타내는 의 일부이다 표 의 에서XML . 7 XML ‘<’
나 의 문자를 사용하면 잘 정의된‘>’

문서가 되지 않는다 그러(well-defined) XML .
므로 문자를 문자로 사용하고 문자는‘<’ ‘[’ ‘>’ ‘]’
문자로 사용한다.

표 실행 경로를 나타내는 의 일부7. 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function>
<statement id="s0" condition=""/>
<operator type="or"/>
<statement id="s1" condition="low[=high"/>
<operator type="and"/>
<statement id="s3" condition="(input!=target)and

(target]input[mid])"/>
...

</function>

표 의 실행 경로와 그림 의 추상 구문 트리7 3
를 이용하여 표 과 같은 조건식과 조건식에 영8
향을 주는 문장을 추출할 수 있다.



표 조건식과 추출문장8.

실행

문장
조건식 추출문장

s0

s1 low0<=high0

s3
(input[mid0]!=target0)and
(target0>input[mid0])

mid0 = (low0+high0) / 2;

s6 target0>=input[mid0]
s1 low1<=high0 low1 = mid0 + 1;

s4
(input[mid1]!=target0)and
(target0<=input[mid1]

mid1 = (low1+high0) / 2;

s5 target0<input[mid1]
s1 low1<=high1 high1 = mid1 - 1;
s2 input[mid2]==target0 mid2 = (low1+high1) / 2;

표 의 조건식과 추출문장의 변수는 변수의8
값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변수에 대

한 수열로 표현한다 표 의 예제에서 배열. 4 input
을 고정시키고 실험한 결과는 표 와 같다9 .

배열의 고정 값은 부터 까지의 정수이고input 0 9 ,
와 는 배열의 시작과 끝을 가르치는 인low high

덱스이므로 실제 입력 데이터는 이다 표, target .
는 표 의 경로에 따라 생성된 테스트 데이터9 6
이다.

표 테스트 데이터 생성9

index target low high mid
0 5 0 9 4
1 5 7

표 와 같은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대상이9
되는 소스의 결정적 테스트 데이터로 제공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프로그램 소스 문장의 결합 구조를

대수적 연산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테스

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본 논문은 생성된 표현식의 구조정보를 이.
용하기 위해 추상 구문 트리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제안한 추상 구문 트리는 실행 경로.
를 사용자로부터 결정적으로 입력 받기 위한 기

본적인 자료구조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추.
상 구문 트리의 구조 정보와 사용자 실행 경로

입력 정보를 통해 실행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
과 방법은 기존의 테스팅 적합성 판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테스트 데이터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선택된 실행 경로를.
문서로 표현하여 로그로 사용하기 위한XML
를 제안한다 또한 입력 받은 실행 경로의DTD . ,

조건식을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제안한 알고리즘과 방법에 대한 실험

을 위해 소스 분석 모듈 실행 경로 추적 모듈, ,
실행 경로 입력 모듈 조건식 추출 분석 모듈로, /
구성된 일련의 테스트 데이터 자동 생성 과정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스트 데이터 자동 생성

방법은 프로그램 소스를 정형화된 대수적 표현

식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통한 자동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테스트 데이터 생성 관련 어플리,
케이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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