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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목표: 오류를 찾거나, 많은 실행 경로를 검사하는 것

• 구문 커버리지

• 분기 커버리지

• 변형 조건/결정 커버리지 (MC/DC): 
미국 항공국 표준 DO-178B에 포함

2011-06-26 2

프로그램테스트



최신자동테스트기술

Patrice Godefroid
(Microsoft Research) Koushik Sen

(UC Berkeley)

지휘된무작위테스트
(Directed Random Test)

콘콜릭테스트
(Concete + Sym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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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동테스트도구

• 바이너리 다운로드

• 정수 변수 지원

• 포인터, 동적 자료구조 지원

• 정수 선형계획법 해결기

(lp_solve)

• 오픈 소스 프로젝트

• 정수 변수 지원

• SMT 해결기 (Yices)

CUTE CREST

http://osl.cs.uiuc.edu/~ksen/cute/ http://code.google.com/p/c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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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테스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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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Burnim, K. Sen. Heuristics for Scalable Dynamic Test Generation. Technical 

Report No. UCB/EECS-2008-123. September 19, 2008 .

Vim 5.7 소스 코드를

CREST로 테스트하니

33% 분기 커버리지 달성

반복 횟수

분기문



자동테스트의한계: 연산

(x & 0xff) >> 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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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y == 1

x * y > z

비트 단위 연산

비선형 제약 조건

정수 나눗셈

실수 연산

타입 변환

x * 0.1 <= 3.14

((int) x) == -1



자동테스트의한계: 배열참조

int Array[] = {0,1,2,3,4,5,6,7,8,9};

void foo(int x)

{

if (Array[x] == 7) {

exit(1);

}

printf(“Hello, World\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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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테스트의한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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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실행

???



Human Computation

“… a paradigm for utilizing human processing power to

solve problems that computers cannot yet solve.”

Luis von Ahn. Human Computation. Doctoral Thesis, CMU, 2005

“아직컴퓨터가잘풀지못하는문제를풀기위해
인간의능력을활용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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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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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omputation” 관련논문수

A. J. Quinn, B. B. Bederson. Human Computation: A Survey and Taxonomy of a 

Grown Field. 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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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있는게임

사람들은 일년에 수십억 시간을 컴퓨터 게임에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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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 von Ahn. Games with a Purpose. IEEE Computer  Magazine, June 2006.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의미 있는 일로 바꾼다면?



목적이있는게임: 활용사례

http://images.google.com/imagelab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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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꿈꾸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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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테스트



Hugeti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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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1

사용자 2
수정된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

정보,
실행 결과

서버

Humans Generate Test Inputs



Hugeti 프로젝트: 테스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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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foo(int x)

{

...

if (Array[y] == 7) {

exit(1);

}

...

}

x = 0



Hugeti 프로젝트: 테스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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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foo(int x)

{

...

if (Array[y] == 7) {

exit(1);

}

...

}

...

Array[y]

== 7

...

Array = { 0, 1, 3, 5, 7, 9 }
y = 0 = x % 7

x = 0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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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재미있는 것을 보여줘!



결론

2011-06-26 18

Human Computation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버그를 찾는 일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