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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 트웨어 결함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정확한 해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테스트자의 능력 여하에 따라 수정 에 새로운 결함이 도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출된 결함이 완벽

하게 제거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결함 제거 효율은 개발 인 소 트웨어의 신뢰도 성장이나 테스

트  수정비용에 향을 크게 미친다. 이는 소 트웨어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척도로서 

개발자가 디버깅 효율을 평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뿐더러,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량을 측할 수 있

게 해 다. 그러므로 개발 소 트웨어의 신뢰도와 비용면에서 불완  디버깅의 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최  인도 시각이나 운  산에도 향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 인 소 트웨어를 상으로 하여 디버깅이 완 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디버깅 

 새로운 결함이 도입될 수도 있다는 제안하에 보편 으로 사용되는 신뢰도 모델을 상으로 불완  

디버깅 범 로까지 소 트웨어의 신뢰도와 비용 문제를 확장하여 연구한다.

키워드 : SRGM, 평균치 함수, 결함 검출비, 결함 도입 확률, 목표 신뢰도, 최  인도 시간

1.  서 론

  소 트웨어 결함 디버깅은 매우 복잡한 공정이다. 

검출된 결함에 하여 이를 해결하기 해 여러 가

지 테스트(유니트 테스트, 집  테스트, 시스템 테스

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테

스트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러한 테스

트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테스트 환경이 고객의 환

경과 동일하지 않아서 결함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

을 수도 있다. 한편, 그러한 과정 에 새로운 결함이 

도입될 수도 있다. 소 트웨어 개발 이 문제의 결

함이 최종 으로 제거되기 에 여러 번 보고된 소

트웨어 결함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흔한 일이

다. 어떤 결함들은 고객이 장에서 사용할 때만 나

타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결함 제거 효율은 소

트웨어 신뢰도 계산에서 요한 인자이고 소 트웨

어 사업 리에도 요하다.

   한, 소 트웨어 개발에는 많은 개발자원들이 

소요된다. 소 트웨어 테스트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 트웨어의 신뢰도가 내재 결함을 검출  수정하

는데 소요되는 개발자원의 양에 크게 의존한다. 테

스트 노력은 CPU 시간의 양, 실행된 테스트 이스

의 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때때로 테스트 시간

은 실행시간 신 테스트의 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 

소 트웨어 신뢰도 모델링 분야에서는 소 트웨어의 

개발 노력이 자주 통 인 지수함수, 일 이함수, 

는 웨이불 곡선으로 표 된다. , 실제 테스트/디

버그 데이터 집합에 근거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다양

한 모델간의 측 능력을 비교해본 결과, 기 결함

의 수를 산출하는 데는 로지스틱 테스트 노력 함수

를 가진 SRGM[1]이 이 의 근법에 비하여 더 

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함 제거 효율과 결함 개념을 소

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에 도입시키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이는 소 트웨어 개발시 디버깅이 완벽하다

고 가정하여 소 트웨어의 신뢰도를 평가했던 그동

안의 논문들[2,3]과 다른 개념이다.

2 .  소 트웨어 신 뢰 도 모 델

2.1 평균치 함수 및 신뢰도

  소 트웨어 신뢰도는 규정된 환경 하에서 주어진 

시간에 소 트웨어를 결함 없이 운 할 수 있는 확

률인 것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확률로 표

할 수 있다. 

  테스트공정이 NHPP를 따르고 테스트 노력이 일

정한 경우, NHPP의 표  이론[4,5]으로부터 평균치 

함수를

m( t)= a(1-e - bt)                        (2.1)

로 정의할 때 임의의 t≥0과 x> 0에서 

Pr {N( t+x)-N(t)= k}=    

[m( t+x)-m( t)] k

k!
exp {-[m( t+x)-m( t)]}  (2.2)

이므로, 소 트웨어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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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t)≡Pr {N( t+x)-N(t)= 0}

= exp {-[m( t+x)-m( t)]}

= exp[-a(1-e
- bx)e - bt] = exp[-m(x)e - bt](2.3) 

  즉, 어느 시각 t부터 (t+x) 시각까지 새로운 결함

이 발견되지 않을 확률을 신뢰도로 정의하며, 이는 

평균치 함수의 차이를 지수함수의 지수로 취한 형태

를 하고 있다.

3 .  소 트웨어의 수 정  비용

  소 트웨어를 주문 받아서 개발한 후, 발행  결

함을 발견하기 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신뢰도가 

어느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발행하게 된다. 그리고, 

발행 후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해야 하며, 그 

각각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비

용을 소 트웨어의 수정비용이라 하며, 여기에는 다

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된다. 

  테스트 기간 의 결함 수정 비용은 검출된 결함 

하나하나를 수정하는데 비용이 발생되므로, 테스트 

기간 에 검출되는 총 결함의 수에 결함당 수정비용

을 곱한 값이 된다[6].

c 1m 1(T)=c 1a(1-e
- b 1T)                   (3.1)

  운 에 검출되는 결함의 수정비용은 발행 후 수

명이 끝나는 시 까지 발생되는 결함에 해서 수정

하는데 드는 비용이므로  

c 2{m 2(TLC )-m 1 (T) }= c 2 ae
- b 1T(1-e

- b 2 (TLC-T ) )  

(3.2)

와 같이 표 된다.

  테스트 기간 에 발생되는 비용은 단 시간당 테

스트 비용을 결함 제거 확률과 결함 도입 확률을 고

려한 값으로 나 어  테스트기간의 시간을 곱한 

값이 된다.

참고문헌[2]에서는 이 식의 계수를 
c 3
1-p

라 제안하

고 있으나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디버깅 확률이 클수록 테스트 기간 에 발생되는 테

스트 비용이 증가되며, 디버깅 확률이 완벽하여 p=1

인 경우에는 테스트 비용이 무한 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테스트 기간 에 훈련을 통하여 디버깅 확률을 목표 

수 까지 높이려 노력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결함 도입 확률 β까지를 고려하

여 그 비용 계수를 

c 3
p-β

                       (3.3)

로 제안한다.                       

이는 디버깅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테스트가 수월

해지며, 따라서 테스트 기간도 단축시키고 테스트 

비용도 어들 것어 테스트 기간 의 테스트 비용이 

감소한다는 개념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상기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총 비용은 테스트 기

간 의 결함 수정 비용, 운  기간 의 결함 수정 

비용, 테스트 기간 의 테스트 비용을 합한 값이 된

다.

C(T,p,β)= c 1m 1(T)+c 2{m 2(TLC )-m 1 (T) }

=-(c 2-c 1)m 1(T)+c 2m 2(TLC )+
c 3
p-β

W
*
(T) (3.4)

이다. 여기서, m(t)는 평균치함수이며, b1, b2는 각각 

개발소 트웨어의 인도 후의 결함검출비이다. 최  

소 트웨어 발행시각은 체 평균 소 트웨어 비용

을 최소로 하는 테스트 시간이다. 각 테스트 노력에 

한 비용을 산춣하는 공식과 최  인도시각을 유도

하면 아래와 같다.

가. 테스트 노력이 일정할 경우

- 비용함수

C(T,p,β)=-
a(c 2-c 1)

p-β
[1- e

- ( p-β)b 1T]

+
ac 2
p-β

[1- e
- ( p-β)b 2TLC ] +

c 3
p-β

T (3.5)

- 최  인도 시각

C(T, p, β)의 최 값을 구하기 해 식(3.5)를 T로 

편미분하여 정리한다.

- a(c 2-c 1)b-1e
- ( p-β)b 1T +

c 3
p-β

=0  (3.6)

특별히 소 트웨어 발행 후의 결함검출비율이 같

을 경우에는 b 1= b 2=b가 되어 수정비용에 한 해

석이 단순해진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T>0인 범 의 T값을 구하면 

C(T)에 한 최소값이 된다. 

T=
1

(p-β)b
ln
ab(c 2-c 1)(1-p+β)

c 3
      (3.7a)

여기서, T
*
=T2는 소 트웨어 인도 후의 총 수정비

용이 최소가 되는 시간이다. 

참고로 기존의 문헌에서처럼 p=1, β=0인 경우에는 

T=
1
b
ln
ab(c 2-c 1)

c 3
                   (3.7b)

와 같이 표 된다.

나. 지수함수인 경우

- 비용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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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p,β)=-
a(c 2-c 1)

p-β
{1-e - ( p-β) rN (1-e

- ( p-β)bT
)}

+
ac 2
p-β

{1-e - ( p-β)rN (1- e
- ( p-β) bTLC

)}
+
c 3rN

p-β
(1- e - ( p-β) bT )  (3.8)

- 최  인도 시각

T=-
1

(p-β)b
⋅

ln [1- 1
(p-β)rN

ln
ab(c 2-c 1)(p-β)

c 3 ] (3.9)

다. 일 이 함수인 경우

- 비용함수

C(T,p,β)=-
a(c 2-c 1)

p-β
{1-e - ( p-β) rN ( 1- e

- ( p-β)b/2T 2 )}

+
ac 2
p-β

{1-e - ( p-β)rN ( 1- e
- ( p-β) b/2T

2LC

)}

+
c 3rN

p-β
(1- e

- ( p-β) b/2T 2 )                 (3.10)

- 최  인도 시각

T={- 2
(p-β)b

⋅

ln [1- 1
(p-β)rN

ln
ab(c 2-c 1)(p-β)

c 3 ]}
1/2

(3.11)

라. 로지스틱 함수인 경우

- 비용함수

C(T,p,β)=-
a(c 2-c 1)

p-β
{1-e

- ( p-β) rN (
1

1+Ae -αT
-

1
1+A

)

}

+
ac 2
p-β

{1-e
- ( p-β)rN (

1

1+Ae
-αTLC

-
1
1+A

)}

+
c 3N

p-β {
1

1+Ae -αT
-

1
1+A } (3.12)

- 최 인도시각

T 2=-
1
α
ln
1
A
ꀎ

ꀚ

︳︳︳︳

1

1
1+A

+
1

(p-β)rN
ln
a(c 2-c 1)(p-β)

c 3

-1ꀏ

ꀛ

︳︳︳︳

(3.13)

  그림 3.1은 상기와 마찬가지로 참고문헌[2][3]에 

의해 제시된 a=142, b=0.1246, x=0.1, p=0.7, β=0.012, 

c1=$200, c2=$500, c3=$100, TLC = 500인 경우에 

해서 결함 제거 확률과 결함 도입 확률을 고려한 경

우와 그 지 않은 경우의 비용을 비교한 그래 이

다. 실선은 결함 제거가 완 한 경우이고 선은 불

완 한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 의하면 결함제거 효율이 완

하여 결함발견 즉시 수정이 완벽하고 결함 수정  

새로운 결함이 도입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

이 최 로 되는 인도시간은 31.9이고 이 때의 비용

은 $32,390이다. 그러나, 결함제거 효율을 가정하여 

그 값이 70%라 하고 따라서 결함 도입 확률을 1.2%

로 가정한 경우에는 비용을 최 로 하는 시간이 

42.0이 되고 비용은 $49,075로서 결함수정이 완벽한 

경우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다.

그림 3.1 수정비용 비교

4 .  용 실 례

  참고문헌[2][3]에서 인용한 데이터는 a=142, 

b1=b2=b=0.1246, Ro=0.95, β=0.012, C1=$200, 

C2=$500, C3=$100, TLC = 500이며, 이를 근거로 하

여 각 결함 제거 확률에 한 결과를 표 3.1에 나타

내었다. 결함도입확률이 0.012로서 일정하다고 가정

하고 결함제거효율이 변화함에 따라 최  발행 시각

과 신뢰도, 수정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찰해본

다. 결함제거효율이 낮아짐에 따라 목표신뢰도에 이

르는 시간은 증가비가 선형 이나 최  비용에 이르

는 시간은 반비례의 계를 유지하여 목표신뢰도 시

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이는 검출확률이 낮아짐

에 따라 이러한 상은 격해진다. 

 참고로 동일 데이터에 의해서 p=1, β=0인 경우 즉, 

결함 검출시 결함제거가 완벽하고 새로운 결함이 도

입되지 않는 경우에 해서 기존의 방식 로 계산해

보면 T1=28.4, T2=31.9로서 T*=31.9이고, 

R(x|T)=0.968, C(T, p, β)=$32,390으로서 결함제거효

율이 불완 한 것을 감안하고 한 디버깅 에 결함

도입가능성을 고려한 상기 고찰결과에 비하여 낙

인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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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각각의 결함 제거 확률에 한 향

p 0.9 0.8 0.7 0.6 0.5

T1 32.0 36.0 41.3 48.3 58.2

T2 34.8 38.0 42.0 47.0 53.5

T * T2=34.8 T2=38.0 T2=42.0 T1=48.3 T1=58.2

R(x|T) 0.963 0.960 0.953 0.950 0.950

C($) 36,921 42,159 49,075 58,618 70,123

 5 .  결 론

  소 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  수정단계

를 거칠 때 실제로 결함 제거 효율은 통상 불완 하

며,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리 알려져 있다. 소 트

웨어 결함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수정

에 새로운 결함이 도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출된 

결함이 완벽하게 제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함 

제거 효율은 개발 인 소 트웨어의 신뢰도 성장이

나 테스트  수정비용에 향을 크게 미친다. 이는 

소 트웨어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척도

로서 개발자가 디버깅 효율을 평가하는데 크게 도움

이 될 뿐더러,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량을 측할 수 

있게 해 다. 그러므로 개발 소 트웨어의 SRGM과 

비용면에서 불완  디버깅의 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최  인도 시

각이나 운  산에도 향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의 디버깅이 완 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디버깅  새로운 결함이 도입될 

수도 있다는 제안 하에 보편 으로 사용되는 신뢰도 

 비용모델을 불완  디버깅 범 로 확장하여 연구

하 다. 그간의 기존 논문들을 참고하여 결함 제거 

확률과 수정  결함도입 확률을 고려한 이론을 개 

 수립하 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확인  실증하

기 해 그간 몇 개의 참고문헌에서 수집된 실제 데

이타에 의해서 소 트웨어의 결함 제거 확률을 변화

시켰을 때의 각각에 해서 목표신뢰도에 이르는 시

간, 최  수정 비용에 이르는 시간을 계산하 다. 그

리고, 최 시간을 산출하고 이때의 신뢰도  총비

용을 계산하 다.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의 결함 제거가 불완

하다고 가정하고 수정  결함 도입 확률까지를 고려

하여 목표신뢰도와 최  비용 시간을 구했으나, 여

기서 제시된 알고리즘으로서 기존의 결함 제거 확률

이 완벽한 경우의 비용을 산출할 수 없어서 이 때는 

기존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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