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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SPL(Software 

Product Line)은 기업이 유사한 제품들을 제품군(product 

family)으로 계획하여 개발하고 이 제품군을 유지하고 지속

적으로 진화시키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절차와 기술들을 지

원하는 개발 방법론이다[1,2]. SPL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

한 제품군에 대한 시험은 제품군을 구성하는 멤버제품 모두

에 포함되는 공통 부분과 일부 제품 또는 단일 제품에만 포

함되는 가변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제품군과 멤버제품을 개

발하는 두 개의 개발 라이프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 

제품 시험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3]. 시험 커버

리지 기준과 측정 방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SPL 시험 

커버리지는 주로 멤버제품별로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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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성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시험은 모든 멤버제품들에 포함되는 공통 부분과 일부 또는 단일 제품에 포함되는 가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 제품 시험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험에서 시험 커버리지는 수행된 시험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구성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라인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멤버제품들은 수백 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커버리지 측정은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수준에서 시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 논문은 구성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시험에서 제품라인 수준의 코드 커버리지 측정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피처 집합의 포함 관계를 기준으로 제품들을 계층화한 후 제품라인의 멤버제품들을 시험하고,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각 제품의 시험 커버리지들을 종합하여 SPL 시험 커버리지를 정량화한다. 제안한 방법을 11개의 구성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제안한 방법은 SPL 시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기술하여 SPL 시험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새로 추가된 SPL 멤버제품의 시험이 이전 멤버제품 시험 대비 커버리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인지 확인할 수 있어 새로운 시험케이스들이 멤버제

품들 간의 차이를 커버하는 방향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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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많은 연구들이 실제 SPL 시험 커버리지를 직접 측정하

기 보다는 시험 대상인 샘플링한 멤버제품들이 얼마나 많은 

피처, 피처 조합, 또는 코드를 커버하고 있는지로 측정하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SPL 시험 커버리지 측정은 

재사용과 중복된 개발 관련 활동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SPL

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SPL 시험 또한 SPL 기본 원칙

에 맞게 중복된 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5], 시험 커

버리지 역시 이를 고려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제품이 아닌 SPL 수준에서 시험 커버리지 기준

을 측정하고 시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SPL 개발 방법이 잘 동작하는 분야인 구성가능

한 소프트웨어 제품라인(configurable software product 

line)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기술한다.

본 논문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1) 시험 커버리지 기준의 

정의에 맞게 SPL 수준에서 시험케이스가 실행한 시험을 기

준으로 시험 커버리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2) SPL 멤버

제품의 시험케이스가 잘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준다. 

SPL 시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기

술하고, 새로 추가된 SPL 멤버제품의 시험이 이전 멤버제품 

시험 대비 커버리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인지 확인할 수 있어 

새로운 시험케이스들이 멤버제품들 간의 차이를 커버하는 

방향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 연구들

이 채택하고 있는 시험 커버리지 기준들과 측정 방법을 설명

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커버리지 측정 방법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실험 결과를 5장

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한 토의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6장

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대부분의 SPL 시험 연구들은 SPL 시험의 적절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피처 커버리지 기준 또는 피처 인터액션(또는 피처 

조합) 커버리지 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4]. 

피처 커버리지 기준에서 시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커버리

지의 기준은 SPL이 제공하는 피처이다. 피처는 “최종 사용자

에게 보이는 시스템의 특징”으로 요구사항보다 추상화 수준

이 높은 개념이다[7]. 이 커버리지 기준에서 시험 요구사항은 

“피처”이고, SPL 피처가 시험케이스를 설계하는 기준이다. 

이 커버리지 기준은 “피처가 정의하고 있는 시스템 특성이 올

바르게 실행되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

나, 피처 커버리지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시험 커버리지를 “시

험을 위해 생성한 멤버제품들에 포함된 피처의 비율”로 측정

한다[8-17]. 시험할 멤버제품의 수가 많을수록 시험 대상이 

많아져 시험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험 대상이 되

는 멤버제품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

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 커버리지는 “피처가 실제 시험케이

스에 의해 시험되었는가”로 측정되어야 한다.

피처 인터액션 커버리지 기준에서 시험의 적절성을 평가하

는 커버리지의 기준은 “t개의 피처 조합이 올바르게 인터페이

싱하여 주어진 요구사항대로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SPL 시험에서 t-way 또는 t-wise 피

처 인터액션 시험의 경우, SPL 시험은 t개의 피처 조합을 적어

도 한 번은 시험해야 한다. 이 커버리지 기준에서 시험 요구

사항은 “피처 인터액션”이고 t-wise 피처 조합을 실행하는 

시험케이스를 설계해야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

어, SPL 시험에서 페어와이즈 조합 시험 커버리지 기준을 충

족하려면 시험은 각 피처 쌍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케이스를 포

함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SPL로부터 생성된 멤버

제품들이 t개의 피처 조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18-20]. 이는 기존 연구

들이 피처 커버리지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SPL 시험

과 SPL 시험 커버리지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기존 SPL 시험 연구들은 가능한 피처 또는 피처 조합을 커

버할 수 있는 SPL 멤버제품들을 생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이 두 커버리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험 커버리

지 기준을 “시험케이스 설계에 시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규

칙들[21]”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기존의 연구들이 

커버리지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시험 커버리지 기준 이외에도 시험 커버리지 기준으

로 라인 커버리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SPL 시험 연구

들은 라인 커버리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22, 23]. [23]의 경

우, SPL 시험이 실행한 라인 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연

구는 아니다. [22]는 SPL로부터 멤버제품을 생성하고 각 제품

의 라인의 수를 측정하고는 있으나 전체 SPL 코드베이스 대비 

시험이 실행한 라인의 수가 아니라 멤버제품의 라인 수를 측정

하고 있다. 이들 연구 역시 앞선 커버리지 기준의 한계가 드러났

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시험 실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커버리지 기준이라기보다는 시험 대상이 될 멤버제품의 수의 적

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커버리지 기준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 커버리지 기준에서 SPL 시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

은 “시험이 커버한 SPL 코드베이스의 라인의 수”여야 한다.

기존 SPL 시험 연구들은 본래 시험 커버리지 기준에 부합

하지 않은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커버리지 측정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실제 SPL 수준에서 시

험 커버리지를 측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SPL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본래 시험 커버리지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 커버

리지 기준과 커버리지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SPL 커버리지 측정 방법

3.1 정의와 가정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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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의1(생성적 제품라인): 생성적 제품라인이란 제품군

의 모든 제품 산출물이 플랫폼 산출물들의 인스턴스화

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라인을 말한다[7].

b) 정의2(SPL 코드베이스): SPL 코드베이스란 제품라인의 멤

버제품들을 도출하는데 사용될 전체 코드 조각들의 집합[5] 

또는 전체 코드를 의미한다. SPL 코드베이스의 형태는 제

품라인 가변성 구현 메커니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c) 정의3(측정 요소, ): 측정 요소란 SPL 시험 커버리지를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할 기본 요소(Coverage measurement 

elements)로 시험 베이시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시험 베이시스가 소스 코드인 경우, 측정 요소는 라인

(line), 분기(branch), 명령(instruction)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 가정이 충족되는 조건에

서 동작한다.

a) 가정1(결정적 제품라인 시험 실행): 동일 제품에 동일 

시험케이스를 실행하면 시험 실행 결과는 결정적, 즉 

항상 동일하다.

예를 들어, 시험케이스가 랜덤 함수를 시험한다면 시험

을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비결

정적인 시험 실행이다. 

b) 가정2(어노테이션 기반 제품라인 개발 방법): 파라미터화 방

법(parametrization approach)으로도 불리고, 모든 피처

들의 코드는 단일 코드베이스에서 병합되며 어노테이션은 

어떤 코드가 어떤 피처에 해당하는지 표시를 한다[24].

어노테이션 기반 제품라인 개발 방법은 C 전처리기를 사

용한 가변 코드 구현이 대표적인 예이다.

3.2 SPL 시험 커버리지 측정 방법

단일 제품 시험의 시험 커버리지 측정 도구인 JaCoCo[25]는 

명령, 라인, 분기, 메소드(method) 단위로 커버리지를 추적한

다. JaCoCo를 활용하여 SPL 코드베이스로부터 도출된 멤버

제품들의 시험 커버리지를 측정한 후 가장 커버리지가 높은 

값을 SPL 코드베이스의 시험 커버리지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결과는 커버리지 비율 정보만 제공할 뿐이어서 시험

이 어떤 피처의 구현 코드를 어느 정도 커버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이는 SPL의 멤버제품 시험은 단일 제품 시험과 동일하

기 때문에 멤버제품이 새로운 피처를 포함하더라도 각 시험에

서 새로운 피처와 관련하여 커버한 부분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그 결과로 시험 커버리지를 알더라도 커버리지를 높이

기 위해 새로운 시험케이스를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처의 구현 코드에 대한 커버리지 

정보를 제공하는 SPL 시험 커버리지를 측정하기 위해 멤버제

품에 실행된 시험의 최소 단위인 원자단위 시험(atomic 

test)들의 커버리지를 추적한다. JUnit 프레임워크의 경우 원

자단위 시험은 시험 메소드(test method)이다. SPL 시험 커

버리지 측정은 정해진 수의 멤버제품들을 생성한 후 각 제품

을 시험한 후 수행된다. 제안한 방법은 실행된 시험 메소드와 

관련된 피처를 추적하여 피처와 관련된 코드 정보와 커버리

지 정보를 파악한다. 이 절에서는 Fig. 1이 보여주고 있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SPL 시험 커버리지 측정 방법을 구성하는 

각 단계의 세부 활동을 설명한다. 

1) 단계1: 제품 계층화(Product hierarchization)

SPL 개발 라이프사이클을 통하여 구축한 SPL 코드베이스

의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시험 효과가 높은 멤버제

Fig. 1. Overview of Code Coverage Measurement for Configurable Softwar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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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선정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또한, 멤버제품을 구성할 때 

상호배타적인 피처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단계에서는 Fig. 1의 첫 번째 활동과 같이 피처 모델을 입력으

로 하여 각 제품을 구성하는 피처들의 수와 피처 집합 간의 포

함 관계를 고려하여 제품 계층 그래프(product hierarchy 

graph)를 구성한다.

제품 계층화는 주어진 제품들을 그래프 형태로 연결하여 그 

계층을 표현한다. 정점은 제품이며, 간선으로 연결된다. 가장 

위(부모)의 제품은 피처 수가 가장 적은 제품이며, 가장 아래(자

식)의 제품은 피처 수가 가장 많은 제품이 된다. 자식 제품은 

반드시 부모 제품의 모든 피처를 포함해야 한다. 같은 부모를 

지녔으면서 서로가 부모와 자식 관계인 제품은 존재할 수 없다.

는 제품 계층 그래프로  이다. 는 제품들을, 는 제

품들의 계층을 표현하는 간선들이다. 임의의 제품 에 대하여 

각 제품의 피처 집합이 
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정점 를 

연결하는 간선   ⊂
∧∃

  ⊂∧ ⊂


이다. 가령, Fig. 2와 같은 계층 그래프에서 와 를 잇는 간

선 는 존재할 수 없다.  ⊂∧ ⊂를 만족하는 제품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면서 피처를 완전히 포함

하는 제품들끼리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립한다. Table 1의 

예와 같이 a와 b, a와 c, b와 d, c와 d는 서로 부모-자식 관

계이며, b와 c는 형제 노드가 된다. 

Table 2는 Table 1의 제품들 간의 유사도를 자카드 유사

도(Jaccard similarity) 메트릭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인접한 노드의 제품일수록 유사도 값이 높고 거리가 멀수록 

유사도 값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Table 1의 샘플링한 멤버제품들의 계층 그래프이다.

2) 단계2: 제품 선정 및 시험 실행(Product sampling and 

test execution)

멤버제품들의 시험을 통해 달성한 SPL 시험 커버리지를 

측정하려면 각 멤버제품에서 새로 추가된 피처들과 해당 코

드들에 대한 시험 커버리지가 추적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는 멤버제품들에서의 시험 결과 측정된 시험 커버리지에 따

라 SPL 코드베이스의 시험 커버리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Fig. 1과 같이 SPL 개발의 플랫폼 개발 프로세스를[6] 통해 

개발된 SPL 코드베이스로부터 제품들을 생성(instantiation)

하고 생성한 제품과 관련된 시험케이스들을 실행하여 제품을 

시험한다. 플랫폼 시험 설계 단계에서 이미 시험케이스를 작

성하였다면 SPL 코드베이스에는 시험케이스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 실행 단계에

서 시험케이스를 새로 설계하고 추가할 수 있다.

3) 단계3: 시험 커버리지 비교(Test coverage comparison)

단계 2에서 선정하여 시험을 실행한 멤버제품들에 대해서 

제품 계층 그래프의 상위 노드에 위치한 제품을 시작으로 시

험 실행 데이터로부터 원자단위 시험들이 실행한 코드 라인

을 추적한다. 부모와 자식 제품들에서 실행된 원자단위 시험

들의 시험 커버리지 데이터를 비교하여 일련의 제품 시험에

서 시험이 새로이 실행한 정의3의 측정 요소를 포함하도록 

시험 커버리지 값을 갱신한다. 시험 측정 요소 는 코드 커

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라인, 분기 또는 명령어가 될 수 있

다. 각 멤버제품 가 개의 피처 를 포함하고 


가 피

Product Feature set

a Base, Color

b Base, Color, Extendedsudoku

c Base, Color, States

d Base, Color, Extendedsudkou, State

Table 1. Example Feature Combination

a b c d

a 1 0.667 0.667 0.5

b - 1 0.5 0.75

c - - 1 0.75

d - - - 1

Table 2. Jaccard Similarity for Products in Table 1 

Fig. 2. Relations among Products in Product Hierarchy Graph  

Fig. 3. Product Hierarchy Graph Expression of Member 

Product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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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의 시험 커버리지라고 할 때, 의 시험 커버리지 는 

Equation (1)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1)

4) 시험 커버리지 계산(SPL test coverage computation)

이 단계에서는 단계3의 결과를 토대로 총 SPL 코드베이스

의 코드 라인 수 대비 SPL 시험에서 실행한 전체 라인 수로 

최종 SPL 시험의 코드 커버리지 값을 계산한다. 개의 제품

으로 구성된 SPL의 시험 커버리지 
은 Equation (2)

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

4. 실험 및 결과

논문에서 제안한 SPL 시험 커버리지 측정 방법을 검증하

기 위하여 제안한 방법을 이클립스 플러그인으로 구현하였

다. 시험 커버리지 측정 도구로는 단일 소프트웨어 시험에서 

널리 사용되는 JaCoCo를 사용하였고 시험케이스 구현 및 실

행은 JUnit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한 실험 설계 및 결과에 대해 설

명한다. 

4.1 실험 설계

실험에 사용한 제품군 사례들은 어노테이션 기반 방법

(annotation-based approach)으로 개발된 사례들이다[6

].1) 구성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라인에서는 멤버제품의 피처 

구성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개별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관련 

산출물들이 함께 생성되는데, 실험에 사용한 제품군 사례들

의 산출물은 생성된 시스템의 실행가능한 코드와 관련된 시

험 스위트들을 포함한다. 실험은 [6]이 제공하는 제품군의 사

례들 중 11개를 선정하여 수행되었다. 실험 대상으로 선정한 

제품군의 목록과 세부 정보는 Table 3과 같다.

제품군 사례는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6]이 제공하

는 제품군의 사례들 중에서 그 규모와 복잡도가 다양한 구성

이 되도록 선정하였다. 선정한 제품군의 전체 코드베이스의 

코드 라인 수는 189줄부터 2376줄까지 고루 분포한다. 

본 실험에서는 직접 피처 모델로부터 피처를 선택하여 시

험 대상 제품을 구성하지 않고, 시험 실행부터 시험 커버리지 

측정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개발 중인 도구 상에

서 서로 다른 유효한 제품을 최대 250개 무작위로 생성하도

1) 실험 대상 제품군들은 https://fischerjf.github.io/challenge/에서 다운로
드받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선택한 제품군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군 사
례들을 SPL 코드베이스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록 하여 실험하였다. 최대 250개의 제품을 선정한 이유는 유

효한 모든 제품을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Table 3의 FeatureAMP8의 경우 유효한 제

품의 개수는 계산해 본 결과 15,708개였으며 확인한 결과 하

나의 제품을 시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5분이었다. 

따라서 24시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적절한 제품의 

수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실험의 주목적이 멤버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SPL 시험 커버리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할 제품을 얼마나 효율

적으로 선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실험은 16GB 

램, 3.4GHz 12CPU Ryzen 프로세서에서 수행되었다.

4.2 실험 결과

Fig. 4는 실험 사례 중 Elevator 제품군의 피처 모델이다. 

Table 4는 Elevator 제품라인으로부터 샘플링된 세 가지 

제품의 피처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Fig. 5는 Elevator의 제품 계층 그래프이다. 제품a, 제품

b, 제품c는 Fig. 5의 상위 노드에 위치한 제품들이다. 

Fig. 6은 구현한 도구가 a, b, c의 세 제품들에 대해 연속

으로 시험을 수행한 후 Equation (1)과 Equation (2)를 적

용하여 SPL 수준의 시험 커버리지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측

정 요소는 라인을 사용하였다. 적색은 “커버되지 않았음”, 황

색은 “일부분(분기 중 하나)이 커버되었음”, 녹색은 “커버되

었음”을 의미한다. 제품a만 시험했을 때보다 피처가 더 많은 

제품b를 시험했을 때 적색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처가 많은 제품을 시험할수록, 커버리지 데이터 

역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추가된 피처에 대해 

시험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론적으로 Elevator PL에 대한 시험은 자식 제품에 대한 시

험이 추가될수록 부모 제품의 시험과 비교했을 때 시험 커버

Configurable PL 

Subject

Size metrics

#LOC
# of 

packages

# of 

classes

# of 

methods

ATM 1,160 2 27 100

BankAccount 189 3 9 22

Chess 2,149 7 22 162

Elevator 405 3 9 60

FeatureAMP1 1,350 4 15 93

FeatureAMP8 2,376 2 6 106

GPL 1,235 3 17 78

Minepump 244 2 7 26

Notepad 1,564 4 17 90

Sudoku 949 2 13 51

VendingMachine 472 2 7 21

Table 3. Size Metrics of P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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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험이 적절히 이루어지

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Fig. 7은 실험 예시 중 VendingMachine PL의 피처 모델이다. 

Table 5는 VendingMachine PL로부터 샘플링된 세 가

지 제품의 피처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Fig. 8은 샘플링된 제품의 제품 계층 그래프이다. Fig. 8에

서 빨강색 원으로 표시된 제품은 부모 제품에 비해 시험 커버

리지가 증가하지 않은 제품이다. 

Fig. 9는 a, b, c의 세 제품들에 대해 연속으로 시험을 수

행한 후 역시 Equation (1)과 Equation (2)를 적용하여 현

재까지 달성한 SPL 수준의 시험 커버리지를 시각화한 결과이

다. 제품b는 제품a에 비해 시험 커버리지가 변화되었지만, 

제품c는 제품b에 비해 시험 커버리지가 변화하지 않았다. 이

는 곧 제품c의 일부 피처에 대한 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제품c는 제품b에 “Terminal” 피처가 새롭

게 추가된 제품이므로, “Terminal” 피처에 대한 시험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예측할 수 있다. VendingMachine 

PL은 127개의 제품 중 103개의 제품이 부모 제품에 비해 시

험 커버리지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Terminal”, “Keyboard”, 

“Availability” 피처에 대한 시험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피처와 관련된 시험이 재설계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Table 6은 Table 3의 사례들의 SPL 코드베이스로부터 

제품들을 생성하여 제안한 방법으로 시험한 후 SPL 시험 커

버리지를 추적한 결과이다. 먼저, Table 6의 SPL 커버리지 

열을 통하여 우리는 Notepad PL을 제외한 나머지 SPL 사례

들의 코드베이스가 최소 70%의 라인 커버리지를 달성하도록 

Fig. 4. Feature Model for the Elevator PL

Sample product Features selected

a Base

b Base, Weight

c Base, Weight, Empty

Table 4. Sample Products with Selected Features 

of the Elevator PL

Fig. 5. Product Hierarchy Graph of the Elevator PL

Fig. 6. Feature Coverage Difference among Sampled 

Products of Elevator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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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케이스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6]은 모든 

제품군의 사례들이 70% 이상의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시험케이스를 정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두 번째로 

Table 6의 KM 열을 보면, Elevator PL과 Notepad PL을 제

외한 모든 시스템에서 시험은 투입된 결함의 40% 이상을 검출

해 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1)과 #2)열을 통하여 우

리는 Bankaccount PL, FeatureAMP1 PL, Minepump PL, 

VendingMachine PL에 대한 시험에 온전히 실행하지 못한 

피처들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FeatureAMP1 PL은 

시험 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 9. Feature Coverage Difference among Sampled 

Products of VendingMachine PL

5. 토  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 제안한 SPL 시험 커버리지 측정 방법은 피처 커버리지

[8-14] 및 피처 인터액션 커버리지[18-20] 연구들과 

달리 SPL 시험에 의해 실행된 실제 측정 요소를 기준으

로 SPL 시험 커버리지를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

구들은 SPL 시험 커버리지를 언급하긴 하였지만 실제

로 측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 라인 커버리지[9, 10]를 사용한 연구들은 멤버제품별로

만 시험이 실행한 라인을 추적했지만, 제안한 방법은 

멤버제품별 시험 커버리지 측정 결과에 SPL 플랫폼 수

준의 시험 커버리지인 SPL 시험 커버리지도 측정하였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c) 세 번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안한 방법

의 시험 커버리지 추적은 시험이 커버하지 못한 피처들

을 정확하게 추적하였다. 시험 커버리지 추적에서 단일 

Fig. 7. Feature Model for the VendingMachine PL

Sample product Features selected

a Base, TotalValueCollected

b Base, TotalValueCollected, CoinValidation

c
Base, TotalValueCollected, 

CoinValidation, Terminal

Table 5. Sample Products with Selected Features of 

VendingMachine PL

Fig. 8. Part of VendingMachine PL’s 

Product Hierarchy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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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에서와 같이 명령, 라인, 분기에 대한 시험 실

행 여부만을 추적하면 한 피처(f1)가 다른 피처 (f2)를 

포함하는 제약조건인 ‘requires’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1은 f2를 ‘requires’하기 때문에 f2의 시험 커버

리지는 f1의 시험 커버리지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f1

을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 더 많은 시험이 더 정교하게 

수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커버리지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한 시험 커버리지 

추적 방법은 같은 코드 부분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험에 

의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커버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험 커버리지의 증감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d) 본 연구가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시험 커버리지를 측정

하면 시험 커버리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피처들을 추출

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이 사용한 SPL 시험 커버리

지에 대한 시각과 달리, 제안한 방법은 특정 피처가 존

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시험 커버리지가 동일하다면 이

는 해당 피처들에 대한 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한 방법은 시험이 커버하지 

못한 피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험 엔지

니어가 가능한 모든 피처의 측정 요소에 대해 시험하는 

방향으로 시험케이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6.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 우리는 피처 집합의 포함 관계를 기준으로 제

품들을 계층화하고 SPL 코드베이스로부터 제품들을 생성하

고 시험하여 얻은 각 제품의 시험 커버리지들을 종합하여 

SPL 시험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SPL 시험 커버리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으며, 특정 피처에 대한 시험케이스의 충분성 여부, 즉 

피처가 증가하였으나 시험 커버리지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를 

식별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피처 커버리지 기

준, 피처 인터액션 커버리지 기준, 라인 커버리지 기준 등 기

존 SPL 시험 커버리지 측정 방법이 반영하지 못한 SPL의 특

성을 반영하면서 단일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험에서의 시험 

커버리지의 역할에 부합하는 SPL 시험 커버리지 측정 방법이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본 논문이 제안한 SPL 시험 커버리지 측정 방법

은 어노테이션 기반 개발 방법으로 구축한 구성가능한 소프

트웨어 제품라인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 실험과 

프로토타이핑한 도구 또한 구성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라인

에 국한되어 있다. 향후에는 조합 기반 제품라인 개발 방법

(composition-based approach)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방법을 확장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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