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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기반  모델 기반 테스트를 통한 
테스트 단계별 스마트 컨트랙트  

DApp 신뢰성 향상
(Improving Reliability of Smart Contracts and DApps by 

Applying Property-based and Model-based Test Methods to 

Different Tes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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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제3자의 개입 없이도 투명한 거래  자동 계약 실행이 

가능하며 이더리움이 그 기능을 구 할 수 있는 솔리디티 언어(Solidity)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제공하

며 빠르게 발 하고 있다. 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블록체인을 개발할 필요 없이 DApp

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코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 스마트 

컨트랙트는 배포 이후 결함이 있다면 사소한 결함이라도 이를 수정하기 해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 따

라서, 컨트랙트 배포 이 에 소스코드의 충분한 테스트 혹은 분석을 거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동  테스  방법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DApp의 정확성을 검

증하고, 결함을 발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각 테스트 단계에서 필요한 동  모델을 정의하여 

기존 테스  방법인 속성 기반 테스 과 모델 기반 테스 을 용한다.

키워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모델 기반 테스트, 속성 기반 테스트

Abstract Smart contract technology based on the blockchain enables transparent transactions and 

automated contract execution without third-party intervention. Ethereum provides Solidity and EVM 

(Ethereum Virtual Machine) that can be used to implement smart contracts. In addition, it can be used 

to create a 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without developing a new blockchain using smart 

contract. However, the source codes cannot be updated in smart contracts. Therefore, a lot of work 

is needed to fix even minor errors following deployment. Therefore, the source code should be 

thoroughly tested or analyzed prior to the deployment of the contract to ensure that it is free of 

defec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identify the errors and verify the accuracy of smart 

contracts and DApps using dynamic testing methods. Toward this end, we defined the dynamic model 

needed in each test level and applied the current testing methodology, using property-based and 

model-based testing.

Keywords: blockchain, smart contract, model-based testing, property-based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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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몇 년간 블록체인(Blockchain)은 분산원장의 무

결성  보안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 빠른 속도로 발

되고 있다. 기존의 앙 서버 방식을 탈피하여 제 3자

의 개입 없이도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블록체인이 발 하며 주목을 받은  다른 개념은 스마

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이다[1].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랫폼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을 이용해 개발자들은 새로운 블록체인을 개발할 

필요 없이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2,3].

하지만 BOS(Blockchain-oriented Software) 개발은 

기존의 어 리 이션 개발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운 소 트웨어 공학  근이 필요하다[4]. [4]에서는 블

록체인 로젝트들을 한 BOSE(Blockchain-oriented 

Software Engineering)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한, 

신뢰성과 보안성을 보장해야 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보다 많은 결함을 발견하기 해 철 한 테스 이 필요

하다[5].

특히, 재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의 경우 첫 배포 이

후 코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결

함을 수정하기 해서는 많은 작업 혹은 비용이 요구되

며, 결함으로 래된 문제를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수

도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성  결함으로 인한 

표 인 사건으로는 750억원 정도의 이더리움이 탈취당

한 TheDAO 사건과 370억원 정도가 탈취당한 Parity 

해킹 사건이 있었다[6,7].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보

다 개발이 용이하지만, 숙련되지 않은 개발자가 개발할 

경우 구 인 결함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결함들을 배포 에 발견하기 해서는 기

에 정확한 테스트 이스를 개발하고, 개발된 소 트웨

어를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테스

트 이스 개발  테스트 과정은 테스터의 지식과 경

험에 좌우되어 신뢰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한, 정형 

검증 기법으로는 발견할 수 있는 결함이 한정 이며, 동

 테스  기법과는 결함의 종류가 다르다. 모델 기반 

테스트는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고자 테스트 설계를 

효율 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소개되었다[8]. 한, 

속성 기반 테스 을 이용하면 테스트 이스 설계 없이

도 단  테스트 단계에서 상 모듈의 완 성을 확인함

으로써 컨트랙트 배포 에 더 많은 결함을 발견해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테스트 기법들을 조합하여 스마

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로젝트를 테스트하고자 한다. 

즉, 모델 기반 테스트  속성 기반 테스트를 활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DApp의 신뢰성 향상을 한 체계

인 테스트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컨트랙트  DApp 검증을 한 테스트 단계

를 나 고, 각 테스트 단계에 필요한 동  설계 모델

을 제안한다.

∙속성 기반  모델 기반 테스 를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 

 이를 이용한 DApp의 테스트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체 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필요 배경 지식에 해서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과 련된 연구들에 해 기술한다. 4

장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DApp 테스트를 해 테

스트 단계를 나 고, 그에 따른 속성 기반  모델 기반 

테스트 기법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제안한 테

스트 기법을 웹 서버 부하 테스트 사례에 용하여 테

스트를 설계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6장에서는 본 

연구의 토의에 해 기술하며, 7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2. 배경 지식

2.1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의 기능을 디지털 명령어로 

작성한 디지털 계약 로토콜이다[1]. 디지털 명령어로 

작성되었기에 조건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자동으로 즉

각 이행되며, 그 내용은 변경될 수 없도록 한다. 이로 

인해 제3자의 개입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

하며, 앙 서버가 없는 블록체인의 발 과 함께 격하

게 부상하 다. 비트코인(Bitcoin)은 융 거래의 신뢰성

을 보장하기 해 스크립트를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개발하 다[9]. 이더리움(Ethereum)은 이를 확장

하여 튜링 완 한(Turing complete)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 고 이를 한 언어인 솔리디티(Solidity)를 제

공한다[10].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기법의 검증을 하

여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솔리디티를 사용한다.

2.2 스마트 컨트랙트 모델 설계 기법

BOS의 경우 기존의 소 트웨어와는 다른 독특한 특

징을 가지고 있기에 체계 인 설계 기법이 필요하다[3]. 

[3]에서는 UML의 확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랫폼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계하기 한 메타 모델 

 정 /동  설계 기법을 제안하 다. 특히, 동  설계 

기법의 경우 기존 시 스 다이어그램을 확장하여 블록

체인의 Account, Block 개념을 동  설계에 포함하

고, 이를 통해 컨트랙트의 배포  동기화 차를 고려

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하 다. 해당 동  설계 기법을 

통해 설계된 모델은 본 논문에서 모델 기반 테스 의 

모델  하나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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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pp

다수의 애 리 이션은 앙 서버와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가지고 

있다. DApp은 앙 서버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사

용한다. 일반 으로, 분산화된 시스템으로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거나,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앙 서버의 기능을 체한다[11]. 재에는 이더리움 기

반의 DApp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450개의 

ICO 토큰들  355개가 이더리움 기반 토큰이었다[12].

2.4 속성 기반 테스

속성 기반 테스 은 주어진 로그램에 일반 결함이 없

음을 보증한다. 속성 설계 명세서와 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분석을 통해 목표 로그램의 완 성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다[13]. 테스 을 해서 테스트 상 함수의 

속성을 지정하고, 테스트를 한 입력 값은 퍼즈 테스

(fuzz testing)과 같이 테스  도구가 임의로 생성하게 된

다. 한, 함수의 출력 값의 정확성은 지정된 속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즉, 단  테스트 단계에서 테스트 이스

의 작성 없이도 상 함수의 완 성을 검증할 수 있다.

2.5 모델 기반 테스

모델 기반 테스 이란 로그램의 명세를 활용하는 명

세 기반 테스트 기법  하나이며 로그램 테스트 설계 

 수행에 모델 기반 설계 기법을 용하는 테스트 기법

이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모델로는 액티비티 다이어

그램, 시 스 다이어그램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모델을 기

으로 테스트 이스를 설계한다[14]. 테스트 이스를 

수작업으로 설계해야만 하던 기존의 테스트 기법 신 

해당 기법은 요구사항이 정형화된 표기법으로 표 된 모

델에 따라 테스트 이스를 자동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

능하다. [15]에서는 유즈 이스와 시 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유즈 이스 시나리오의 객체 간의 메시지 순서

를 술어  범 (Full Predicate Coverage) 기 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한, 해당 방식은 통합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

서 활용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 기반 테스 의 모델로 유즈 이

스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과 기존의 시 스 다이어그램

에서 확장된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에 특화된 시 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3. 련 연구

3.1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  도구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 을 한 도구로는 

DApp 개발 환경인 Truffle1)등이 있다. Truffle에서는 

1) https://truffleframework.com/

JavaScript  Solidity로 테스트 일을 작성하여 테스

트 단계에서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상으로 테스

트를 진행하게 되며, 테스트 실행 과정은 자동화되어 있

다. 다만, Truffle을 통해 테스 을 진행할 때 필요한 

테스트 일이 테스트 이스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테스트 이스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아 개발자가 

수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테스트 이스  테

스트 코드의 완성도는 테스터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결

정되기에, 테스트 이스를 정형화된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3.2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  분석 도구

이더리움 컨트랙트의 취약  분석 도구들로는 표

으로 Oyente[16], Mythril2), F* Framework[17], SECU-

RIFY[18] 등이 있다.

Oyente와 Mythirl은 기호 실행(Symbolic Execution)

을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분석하여 취약 을 찾

아내는 방식을 사용하여 TOD(Transaction Ordering 

Dependency), 미처리 외(Mishandled Exceptions)와 

같은 취약 들을 검출할 수 있다. 하지만 기호 실행 취

약  분석의 경우, 로그램의 구조  경로 조건이 복

잡해지면 취약 을 모두 찾아내는 것은 실 으로 불

가능해진다는 단 이 존재한다.

F*Framework의 경우에는 솔리디티 코드와 EVM 바

이트 코드를 F*으로 변환하고, 이를 언어 기반 근법을 

통해 컨트랙트의 기능  정확성(Functional Correctness) 

 런타임 안 성(Runtime Safety)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미처리 외(Mishandled Exceptions)

와 같은 취약 은 발견이 가능하지만, 블록체인의 특성

을 고려하지 못해 TOD와 같은 취약 을 발견하기 힘

들다는 단 이 있다[19].

SECURIFY는 의 기호 실행 기법들과 다르게 스마트 

컨트랙트의 의존성 그래 를 기호 으로 분석하여, 컨트

랙트 코드로부터 의미론  정보를 계층화된 Datalog[20]

로 부호화한다. 그 후, 추출된 속성들이 DSL(Domain- 

Specific Language)로 정의한 패턴에 부합하는지를 검사

하여 입력 값 검증 락과 같은 취약 을 검출한다. 표

인 특징으로는 Oyente, Mythril에 비해 오탐율을 낮추

었으며, 취약  검출 과정을 자동화했다는  등이 있다.

이러한 분석도구들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성에 

이 맞춰져 있어, 보안  취약 을 상 으로 정확하

게 검출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다만, 개발된 스마트 

컨트랙트  DApp이 로그램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 되었는지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따라서, 필요한 

기능들이 설계 로 구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단

이 존재하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 https://github.com/ConsenSys/mythril-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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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성 기반  모델 기반 테스 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DApp 테스  기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객체지향인 에 

착안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DApp의 정확성  신뢰

성을 검증하기 해 속성 기반 테스   모델 기반 테

스 을 활용한 테스  기법을 제안한다. 본 테스트 기법

의 테스트 상은 스마트 컨트랙트  DApp이다. 하지

만, 웹, 모바일 어 리 이션 등으로 구 되는 DApp의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한 테스  기법은 기존 연구

들을 통해 많이 연구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컨

트랙트를 비롯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DApp의 상호작용

을 주요 테스트 상으로 삼는다.

4.1 스마트 컨트랙트  DApp 검증을 한 테스트 

단계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사용한 어 리 이션의 경우 

서비스 요청자인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자원 제공자인 

서버 간의 작업을 분리해주게 된다. DApp의 경우 클라

이언트-서버 모델에서 앙 서버가 아닌 블록체인과 스

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게 되며, 이는 그림 1과 같다.

이는 앙 서버를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

기에 시스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DApp 클라이언트

와 스마트 컨트랙트들 간 상호작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존 테스  기

법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일반 인 결함 뿐만 아니라 

TOD와 같은 블록체인의 특성에 의해 야기된 결함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DApp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 1과 같이 스마

트 컨트랙트의 테스트 단계를 단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로 나 며, 각 테스트 단계에 필요

한 모델을 제안한다.

먼 , 단  테스트 단계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완 성

을 목표로 속성 기반 테스트를 사용하여 소스코드를 메

소드 단 로 검증한다. 통합 테스트 단계는 컨트랙트 간

의 상호작용의 정확성을 목표로 테스트하는 단계이며,

그림 1 스마트 컨트랙트  DApp 개요

Fig. 1 An Overview of Smart Contract and DApp

표 1 테스트 단계 구분

Table 1 Classification of Test Levels

Test Level Test Subject Usage Model Test Method

Unit Test
A Smart 

Contract
-

Property-based 

Testing

Integration 

Test

Smart 

Contracts

Sequence 

Diagram

Model-based 

Testing

System Test

Smart 

Contracts & 

DApp

Use Case 

Activity 

Diagram

Model-based 

Testing

테스트를 한 모델로는 확장된 시 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테스트의 경우 스마트 컨

트랙트와 DApp 클라이언트 간 상호작용의 정확성을 목

표로 테스트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유즈 이스 액티비

티 다이어그램을 테스트를 한 모델로 이용하여 시스

템의 기능성을 악한다.

4.2 결함 모델

모든 테스트 략은 특정 범주의 결함 발견을 목표로 

하며, 이를 결함 모델이라 지칭한다[15,21]. 즉, 어떤 테

스트 략을 사용했을 때 어떤 종류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테스트 기

법은 다음과 같은 결함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간 상호작용 결함(Interaction fault 

between smart contracts): 객체지향 로그램에서는 

일부 작업을 수행하기 한 객체들 간의 메시지 시 스

가 있으며,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  잘못된 메시지를 객

체에 달하거나 옳은 메시지를 잘못된 객체에 달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22].

∙DApp 클라이언트-스마트 컨트랙트 간 상호작용 결함

(DApp client-smart contract Interaction fault): DApp 

클라이언트와 스마트 컨트랙트 간의 상호작용  잘못된 

메시지를 달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시나리오 결함(Scenario fault): 시 스 다이어그램에 표

된 시나리오의 실행 도  조건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비정상  종료 등으로 인해 메시지 순서가 시나리오에 

맞춰 실행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15].

∙동기화 결함(Synchronization fault): 한 객체가 메시지

를 보낼 때, 선행 메시지들의 실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

우 TOD가 해당 결함 모델에 포함된다.

∙작동 결함(Operationalfault):각 유즈 이스에 벗어나는 

입출력 계로 인해 시스템의 작동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의존성 결함(Dependency fault): 한 유즈 이스가 다른 

유즈 이스에 의존성을 가질 때, 유즈 이스들이 순서

로 실행되지 않을 때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한, 한 



속성 기반  모델 기반 테스트를 통한 테스트 단계별 스마트 컨트랙트  DApp 신뢰성 향상  767

유즈 이스가 다른 유즈 이스를 포함할 수도 있다.

∙산술 결함(Arithmetic fault): 변수의 자료형의 크기가 

벗어나는 연산이 발생할 경우, 변수의 Overflow, Under-

flow와 같은 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로그램이 의

도된 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4.3 단  테스트 단계

단  테스트 단계에서는 속성 기반 테스트를 사용하

여 소스코드를 메소드 단 로 검증한다. 이는 기존 테스

트 이스를 이용한 단  테스트를 사용할 경우 테스트 

이스 개발이 테스터의 지식과 경험에 좌우되어 신뢰

성을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며,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와 같은 모델을 이용한 모델 기반 테스

트를 사용할 경우 단  테스트를 해 많은 모델을 생

성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링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속성 기반 테스트 도구로 하스 로 구

된 echidna3)을 이용한다. 해당 도구는 솔리디티 코드

를 블록체인이 아닌 EVM상에서 동작시켜 블록의 검증 

없이 코드를 동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속성 기반 테스

트 도구이다. 속성 기반 테스 은 많은 수의 테스트 

이스를 임의로 생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 따라서, 개

발자가 불완 한 테스트 이스를 작성하여 단  테스

트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이 존재하는 상황인 경

우, 그 결함들을 속성 기반 테스트를 통해 발견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단  테스트 단계에서 echidna 도구

를 사용하여, 단일 스마트 컨트랙트의 완 성을 메소드 

단 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메소드 단  코드에 발생할 

수 있는 산술 결함과 같은 기본 인 결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단  로그램이 개발자의 의도 로 작동하고, 

외 처리가 잘 이 졌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다.

4.4 통합 테스트 단계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는 확장된 시 스 다이어그램이 

모델 기반 테스트를 해 사용된다. 확장된 시 스 다이

어그램은 각 유즈 이스를 표 하며, 일반 인 UML 

2.4.1에서 사용되는 객체간의 메시지 순서, 유즈 이스 

간의 제어 흐름 뿐만 아니라 UML의 확장 매커니즘인 

스테 오 타입을 이용하여 블록체인의 계정과 블록 인스

턴스 등도 표 한다[3]. 해당 단계에서는 테스트 커버리

지 기 으로 술어  범  기 (Full Predicate Coverage 

Criterion)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테스트 이스로 정확도 

높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단계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간 상호작용 결함, 시나리오 결함, 동기

화 결함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테

스트 이스를 생성하기 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15].

3) https://github.com/trailofbits/echidna

표 2 블록체인 내 인스턴스 변환 규칙

Table 2 Instance Conversion Rules within a Blockchain

Rules
Extended Sequence 

Diagram Notation

Activity Diagram

Notation

1 <<deploy>> CallNode

2 <<create>> CallNode

3 <<sync>> CallNode

4 <<contract>> Contract Signal

5 <<account>> Account Signal

6 <<block>> Block Signal

1. 확장된 시 스 다이어그램을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한다. UML 2.4.1에 응하는 표기의 경우[15,23]

의 변환 규칙에 따라 변환되며, 확장 메커니즘인 블록

체인 내의 인스턴스의 변환은 표 2의 규칙을 따른다.

2.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서 동시 제어 흐름 그래 (Con-

current Control Flow Graph)와 동시 제어 흐름 경로

(Concurrent Control Flow Path)들을 차례로 생성한다.

3. 시 스 다이어그램에서 술어(Predicate)들을 추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 결과를 생성한다.

4. 술어들과 상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 테이블을 생성

하고, 이를 통해 테스트 이스를 도출한다.

단계 2에서 UML 2.4.1의 시 스 다이어그램  상호

작용 발생(Interaction Occurrence) 표기에 따라 동시 

제어 흐름 그래 는 다른 그래 를 포함할 수 있다. 따

라서, 동시 제어 흐름 경로를 생성할 때에는 포함하고 

있는 다른 그래 를 포함하여 경로를 생성한다. 

4.5 시스템 테스트 단계

시스템 테스트 단계의 모델로 사용되는 유즈 이스는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  수  기능성

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테스트 요구사항을 

악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요구사항은 독립 이지 

않고, 다른 요구사항에 의존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테스트를 해서는 유즈 이스들 간의 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유즈 이스들 

 일부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태를 변화시켜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블록 배포  동기화 시간이 경과된 후

에 그 다음 유즈 이스를 실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즈 이스를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

로 표 한다. 이 다이어그램의 각 액티비티는 하나의 유

즈 이스를 의미하며, 독립 으로 수행되는 유즈 이스

의 경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표기법의 join과 fork를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유즈 이스 액티비티 다이

어그램을 기반으로 입력 매개변수를 포함한 유즈 이스 

의존성 그래 (Use Case Dependency Graph)을 생성

하여 유즈 이스들 간의 순차  의존성을 표 한다. 

한, 유즈 이스에 의해 수정된 컨트랙트의 상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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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에 필요한 최소 블록 검증의 수를 표기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 유즈 이스들 간의 

의존도와 필요한 블록 검증을 고려하여 테스트 이스

를 생성하고, DApp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본 단계를 통해 

DApp 클라이언트-스마트 컨트랙트 간 상호작용 결함, 

의존성 결함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시스템 테스트 단계

의 테스트 이스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유즈 이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생성한다.

2.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유즈 이스 의존성 그

래 (Use case Dependency Graph)를 만든다.

3. 깊이 우선 탐색(Depth First Search)을 통해 유즈 이

스 의존성 그래 로부터 유즈 이스  매개변수의 의

존성 순서를 생성하여 이를 테스트 이스로 사용한다.

5. 사례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례 연구를 해 이  연구에서 진행

하 던 웹 서버 부하 테스트를 한 스마트 컨트랙트 

로젝트를 상으로 삼는다[24]. 해당 로젝트는 노드

들이 자신의 유휴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여 이를 웹 

서버 부하 테스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한 것에 한 보상으로 토큰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례 연구로 이 로젝트를 단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 해당하는 각 

단계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스트 기법을 용한다.

5.1 단  테스트 단계

TestReward 컨트랙트의 withdrawTeamMember() 

메소드는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한 원이 그에 한 보

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해당 메소드

의 간략화된 코드와 이를 속성 기반으로 테스트하기 

한 테스트 실행 코드는 그림 2와 같다.

2～16번 코드는 간략화된 메소드를 나타내며, 17～19

번 코드는 echidna를 이용하기 한 테스트 코드를 나

타낸다. 2, 3번 코드에서 원이 출 하길 원하는 만큼

의 토큰의 수와  그리고 자신의 주소를 매개변수로 

입력한다. 1, 5, 6번 코드는 속성 기반 테스트를 하기 

해 속성으로 활용할 변수를 장한다. 12번 코드에서

는 출 할 토큰의 수를 장하고, 13번 코드에서 출 할 

만큼을 차감한다. 14번 코드에서는 transfer() 메소드를 

통해 토큰을 송한다. 17번 코드에서는 테스트용 메소

드임을 표시하기 해 메소드의 이름 앞에 echidna_를 

삽입한다. 18번 코드는 변수들의 속성을 정의하여 테스

트 상인 withdrawTeamMember() 메소드가 정상 작

동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으로, 출  이후 잔액과 출  이

 잔액을 비교하여 출 이 이 졌는지를 단함과 동

시에 잔액이 0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그림 2 단  테스트 코드

Fig. 2 Source Code for Unit Test

그림 3 echidna의 테스트 결과(실패)

Fig. 3 Test Results of Echidna (Failure)

그림 4 echidna의 테스트 결과(성공)

Fig. 4 Test Results of Echidna (Success)

해당 코드를 echidna를 이용해 테스트한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_value의 입력 값이 chris의 잔고인 100 보다 많

은 101일 때, uint 자료형을 가진 deposit[_teamMember]

에 Underflow가 발생하여 정의한 속성에 어 나는 상

황이 발생하 다. 해당 산술 결함을 수정하기 해 7～

11번 코드를 추가하면, _value의 입력 값이 chris의 잔

고보다 많은 경우, 출 할 토큰의 개수를 잔고 만큼으로 

제한하여 로그램이 의도 로 동작하도록 할 수 있다. 

로그램을 수정한 후의 단  테스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5.2 통합 테스트 단계

그림 5는 테스트 의뢰자가 테스트 을 선택하고, 

에게 테스트를 의뢰하는 requestTest 유즈 이스를 나

타낸 확장된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테스트 의뢰자는 

사 에 validateServer을 통해 서버의 소유를 증명해야

만 한다. 서버의 소유를 검증한 테스트 의뢰만이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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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equestTest 유즈 이스에 응하는 확장된 시 스 다이어그램

Fig. 5 Extended Sequence Diagram Corresponding to requestTest Use Case

그림 6 그림 5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Fig. 6 The Activity Diagram of Figure 5

그림 7 그림 5의 동시 제어 흐름 그래

Fig. 7 The Concurrent Control Flow Graph of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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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의뢰할 수 있다. 메시지 1～3, 8에서 의뢰자는 

을 선택하고, 보상을 지불한다. 메시지 4～5는 보상을 

지불할 채 (Channel)을 생성하는 과정이고, 메시지 6～

7는 토큰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을 송 하는 과정이다. 

메시지 9, 10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된 의뢰 정보를 

장(teamLeader)의 블록체인 내 컨트랙트와 동기화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그림 6,7은 그림 5의 시 스 다이어

그램을 각각 액티비티 다이어그램과 동시 제어 흐름 그

래 로 변환한 것이다. 그 후, 동시 제어 흐름 그래 에

서 모든 가능한 동시 경로를 추출한다. 추출된 동시 제

어 흐름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A-B-C-E-G 

2. A-B-C-D-G

3. A-B-C-D-F-H-J

4. A-B-C-D-F-H-I-K-L-M-N-O-P-Q

한, 시 스 다이어그램의 체(alt) 상호작용 연산자

에서 추출한 술어는 다음과 같다.

P1: testing.status = verified

P2: team.address exists

P3: team.status = ready

동시 제어 흐름 그래 에서 P2와 P3은 P1이 참인 경

우에만 경로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출된 술

어를 조합하여 술어  범  기 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다음과 같다.

Combination 1: P1

Combination 2: ～P1

Combination 3: P1&P2&P3

Combination 4: P1&～P2&P3

Combination 5: P1&P2&～P3

Combination 6: P1&～P2&～P3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행 자 혹은 사용자에게 

달할 메시지(스마트 컨트랙트의 상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열할 수 있다.

Output A. 서버가 검증되지 않음.

Output B. 해당 이 존재하지 않음.

Output C. 해당 은 이용 불가.

Output D.  리스트 출력.

Output E. 테스트 의뢰 완료.

마지막으로, 술어의 조합 6가지와 상 결과를 이용해 

결정 테이블을 생성하면 표 3과 같다. T는 참(True)을, 

F는 거짓(False)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과 으로 requestTest 

유즈 이스를 테스트하기 한 테스트 이스의 개수는 

술어의 조합의 개수와 같으며, 결정 테이블을 이용하여 

도출한 테스트 이스는 다음과 같다.

1. Input: testing.status = verified

Output:  리스트 출력.

표 3 테스트 이스 도출을 한 결정 테이블

Table 3 Decision Table for Derivation of Test Cases

#test 

case

Combination Expected Output

1 2 3 4 5 6 A B C D E

1 T F F F T F

2 T T F F F F

3 T F F F T T

4 T F T F T F

5 T F F T T F

6 T F T T T F

2. Input: testing.status ≠ verified

Output: 서버가 검증되지 않음.

3. Input: testing.status = verified, team.address 

exists, team.status = ready

Output:  리스트 출력, 테스트 의뢰 완료.

4. Input: testing.status = verified, team.address 

does not exist, team.status = ready

Output:  리스트 출력, 해당 이 존재하지 않음

5. Input: testing.status = verified, team.address 

exist, team.status ≠ ready

Output:  리스트 출력, 해당 은 이용 불가

6. Input: testing.status = verified, team.address 

does not exist, team.status ≠ ready

Output:  리스트 출력, 해당 이 존재하지 않음, 

해당 은 이용 불가

5.3 시스템 테스트 단계

그림 8은 테스트 의뢰자의 유즈 이스를 액티비티 다

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 다이어그램에서 request-

Test를 실행하기 해서는 validateServer가 먼  실행

되어야 한다. 하지만 validateServer는 requestTest의 실

행 유무와 계없이 실행이 가능하다. 한, confirmTest

와 rejectTest의 경우, 두 유즈 이스는 독립 이기에 

fork를 이용해 표 하 다.

이 유즈 이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블록 검증 시

간  매개변수를 포함한 유즈 이스 의존성 그래 로 

변환하면 그림 9와 같다. 유즈 이스 의존성 그래 는 

독립 으로 수행되는 유즈 이스를 표 했던 fork  

join의 표기를 제거하 으며, 각 유즈 이스가 수정한 

정보가 블록체인에 반 되어 다음 유즈 이스를 정상 

실행할 수 있는 최소 블록 검증 시간을 표시하 다. 

를 들어, 본 제에서 requestTest 유즈 이스의 경우, 

그림 5의 메시지 3～7에 의해 수정된 정보가 메시지 9, 

10에서 블록체인에 반 된다. 단, 메시지 9, 10은 하나

의 블록으로 처리되기에 다음 유즈 이스인 cancelTest 

유즈 이스가 정상 작동하기 한 최소 블록 검증 시간은 

1 블록이다. 하지만 oraclize4)를 이용한 validate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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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즈 이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Fig. 8 A Use Case Activity Diagram

그림 9 유즈 이스 의존성 그래

Fig. 9 A Use Case Dependency Graph

유즈 이스의 경우, 서버 검증 요청이 장되고, 그 후 

oraclize를 거쳐 콜백(Callback) 메소드를 호출하는 과

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정된 정보가 블록체인에 2 블록에 

나뉘어 장된다. 따라서, 다음 유즈 이스인 requestTest

가 정상 작동하기 한 최소 블록 검증 시간은 2 블록

이다. 한, getValidationNumber 유즈 이스는 컨트랙

트 동기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최소 블록 검증 시간

은 0 블록이다. 각 유즈 이스에 따른 최소 블록 검증 

시간은 유즈 이스의 시 스 다이어그램에서 <<sync>> 

메시지와 일반 메시지의 구성 단계에 따라 산출이 가능

하다.

4) http://www.oraclize.it/

마지막으로 깊이 우선 탐색을 통해 유즈 이스  매

개변수의 의존성과 최소 블록 검증 시간을 포함하여 의

존성 순서를 생성하여 테스트 이스로 사용한다. 해당 

제에서 깊이 우선 탐색을 통해 생성된 유즈 이스 의

존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block(n)은 각 유즈 이스의 

수행 결과가 블록체인에 반 되기 해 필요한 최소 블

록 검증 시간 n을 표시한다.

1. A(url).B(index).block(2).E(index).block(1)

2. A(url).B(index).block(2).C(index).block(1).D(index). 

block(1).E(index).block(1)

3. A(url).B(index).block(2).C(index).block(1).G(index). 

block(1)

4. A(url).B(index).block(2).C(index).block(1).F(index). 

block(1)

해당 제에서는 매개변수로 url, index가 사용된다. 

url 라미터는 로그램 시작 단계에서 필요하며, index 

라미터는 getValidationNumber 유즈 이스에 의해 

생성되어 이후 모든 유즈 이스에서 공통 으로 사용된

다. 즉, 본 제에서는 매개변수의 의존성에 의해 불가

능한 의존성 순서는 없다. 따라서 에서 생성된 의존성 

순서를 테스트 이스로 사용한다.

6. 토의

본 연구의 3단계의 테스트를 거쳐 4.2 에서 기술한 

결함 모델에 해당하는 결함들을 찾고, 로그램이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단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에

서 활용한 모델 기반 테스트 기법은 UML 2.4.1을 사용

하 기에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고,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로젝트의 경우, 블록 검증 시간으

로 인해 테스트 시간이 일반 인 어 리 이션에 비해 

오래 걸리게 된다. 일반 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로

젝트의 테스트 환경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1. 사설 네트워크를 테스트 환경으로 구성

2. 테스트 네트워크 환경에서 테스트 진행

3. 메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테스트 진행

이  사설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블록 검증 시간을 

조 할 수 있어 테스트를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으나, 가

스 제한과 같이 테스트  메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 상황을 간과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따

라서 테스트 네트워크  메인 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테스트는 필수 이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에서는 블록 

검증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테스트를 자동화하여 테스트를 병렬 으로 진행

한다면 더욱 신뢰도 높은 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

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갖는 한계 이 있으며,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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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완 은 다음과 같다.

1. 단  테스트 단계: 재 단  테스트는 메소드의 입력 

값과 출력 값의 속성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여 

상 메소드의 무결성을 검증한다. 하지만, 개발자가 

개발된 소스코드에 맞춰 속성을 구상하는 일은 테스

트 이스를 생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다. 따

라서 소스 코드 작성 , 정  설계 단계에서 정  모

델 설계 시, 각 세부 모듈의 기능  의존 계 정의와 

함께 모듈의 속성을 포함한다면, 이를 동  테스트 단

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합 테스트 단계: 본 연구의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는 

술어  범  기 을 사용하여 테스트 이스를 생성

한다. 하지만 해당 기 은 시 스 다이어그램의 모든 

메시지를 테스트해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테스

트 자동화와 함께 메시지  범  기 (All Message 

Coverage Criterion)을 충족하는 테스트 이스를 생

성한다면 모든 메시지를 테스트할 수 있어 더욱 정확

한 테스트가 가능할 것이다.

3. 시스템 테스트 단계: 본 연구의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

서는 깊이 우선 탐색을 이용하여 유즈 이스 의존성 

그래 로부터 의존성 순서를 생성한다. 이 게 생성된 

유즈 이스 순서는 시스템의 기능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이스로 사용된다. 하지만 시스템의 

확장성을 테스트하기 해서는 외 인 상황을 포함

한 모든 시나리오의 테스트 이스를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생성된 의존성 순서의 매개변수를 다양화하

고, 의존성 순서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의존성 순서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 기존의 테스트 이스를 보완하

여, 외 인 상황을 포함하는 테스트 이스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7. 결 론

본 논문은 단  테스트 단계에서 속성 기반 테스트를,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는 모델 기반 테스

트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DApp의 신뢰성  정확

성을 체계 으로 테스트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기존 

UML 2.4.1 모델을 스마트 컨트랙트 소 트웨어에 맞게 

확장하여 동  설계 모델을 기반으로 테스트 이스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 으며, 단  테스트 단계에서는 

속성 기반 테스트로 테스트 이스 없이 테스트를 진행

하는 기법을 사용하 다. 체계 인 각 테스트 단계를 거

쳐 Oyente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정  취약  분석 

도구들로는 발견할 수 없는 일반 인 소 트웨어 결함

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개발된 소 트웨어의 요구사항 충

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 통합 테스트와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한 모델 기반 테스트는 정형화된 

표기법으로 표 된 UML 2.4.1 모델을 사용하여 추후 

테스트 이스 생성  테스트 실행을 자동화하기 용이

하도록 설계하여, 테스트 자동화를 쉽게 구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스트 기법을 자동화

하여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이스를 자동으로 생

성하고, 테스트  메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복수 개의 

컨트랙트를 상으로 병렬 소 트웨어 테스트가 가능하

도록 연구  구 하여 더욱 신뢰성 있는 스마트 컨트

랙트  DApp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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