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345

로지스틱 특성곡선을 이용한 발행시기 연구

최규식

건양대학교 의공학과

요약

  소 트웨어 개발 후 인도  테스트 단계 에 발생되는 테스트 노력 소요량을 고려한 소 트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을 제시하여 테스트 노력소요량 동태를 시간함수인 로지스틱 곡선으로 설명한다. 테스트 단계

에 소요되는 테스트노력의 양에 한 결함 검출비를 재의 결함 내용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 트

웨어 신뢰도 성장 모델을 비동차 포아송 로세스(NHPP)로 공식화하여, 이 모델을 이용하여 소 트웨어 신

뢰도 척도에 한 데이터 분석기법을 개발한다. 그간 여러 문헌에서 소 트웨어 신뢰도 향상 모델을 연구

할 때 소 트웨어 테스트 에 소요되는 테스트노력의 양으로서 지수함수 곡선, 일 이 곡선, 웨이불 곡

선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모든 소 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지 까지 제시된 그러한 곡선  하나에 의해서 

테스트노력 소요 곡선을 표 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는 것이 밝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지스틱 

테스트노력 곡선이 소 트웨어의 개발/테스트 노력곡선으로 하게 표 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데이터

를 근거로 하여 용하여서 측성이 매우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1. 서 론

  그동안 테스트 단계동안 소 트웨어 결함 검출

상을 설명하기 한 여러 가지 소 트웨어 신뢰도 

모델이 개발되었다. 소 트웨어 테스트에 의해서 발

견되는 결함( 는 소 트웨어 고장간의 시간간

격)과 소 트웨어 테스트 시간간격 사이의 계를 짓

는 모델들을 소 트웨어 신뢰도 성장모델(SRGM)[1]

이라 한다. Musa 등[2]은 기존 소 트웨어 신뢰도 

성장모델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Yamada 등[3]은 역일 테스트 시간, 테스트 노력량, 

테스트 노력에 의해서 검출되는 소 트웨어 결함의 

수 사이의 계를 명시 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간단

하고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 다.

  신뢰도와 비용을 고려한 연구로서 Okumoto와 

Goel[5]은 체 평균 소 트웨어 비용을 최소화시키

는 비용-최  SRP를 발표하 다. Yamada와 

Osaki[6]는 체 평균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소 트웨

어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체평균비용-신뢰도-최  

SRP를 도입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Hou, Kuo, Chang[7]은 지수 곡선과 로지스틱 곡선에 

용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2. 테스트 노력 함수의 배경

2.1 웨이불형 테스트노력 함수

  Yamada등[3]이 제안한 웨이불형 테스트 노력 함

수에 의하면 소 트웨어의 테스트 노력이 테스트 단

계 체에 걸쳐서 일정하다고 가정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1) 지수함수곡선 : (0, t]에서 소모되는  테스트 

노력은

W( t)=N[1-exp(-βt)]            (2.1)

로서 웨이불함수의 m=1인 경우에 해당된다. 

2) 일 이 곡선 : 소모되는  테스트 노력은 

W( t)=N[1-exp(-
β
2
⋅t 2)]       (2.2)

로서 웨이불함수의 m=2인 경우에 해당된다.

3)웨이불 곡선 : 소모되는  테스트 노력은 

W( t)=N[1- exp(-βtm)]          (2.3)

로서 웨이불 함수의 일반 인 경우, 즉 m=3, 4, …인 

경우에 해당된다.

2.2 로지스틱형 테스트 노력 함수 

  (0, t]에서의  테스트 노력 소모는

W( t))=
N

1+A⋅exp(-αt)
        (2.4)

이다. 재의 테스트 노력 소모량은 W(t)의 미분치

로서

w(t) =
dW( t)
dt

=
NAα⋅exp(-αt)

[1+A⋅exp(-αt)]2

=
NAα

[ exp(α
t
2
)+A⋅exp(-

αt
2

)]
2
 (2.5)

와 같이 표 된다.

3. 로지스틱 테스트노력 SR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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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 트웨어 신뢰도 척도

  평균치 함수 m(t)를 가진 NHPP 모델에 의해서 소

트웨어 신뢰도 평가에 한 두 가지 정량  평가 

척도를 얻을 수 있다. 시각 t에서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R(x∣t)= exp [-m( t+ x)+m( t)]         (3.1)

3.2 로지스틱형 성장모델 

  통계 인 측에 의하여 재의 결함 내용은 어느 

경우이든 유한하므로 m(t)는 t에 한 증가함수이며 

m(0)=0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r= lim
Δt→0(

m( t+Δt)-m( t)
[a-m( t)]w( t)Δt )        (3.2)

이며, 재의 테스트 노력 비용에 의해서 검출되는 

결함의 수가 잔여결함의 수에 비례하면 

dm( t)
dt

⋅
1
w( t)

= r[a-m( t)]       (3.3)

과 같이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경계조건 m(0)=0인 조건에서 (3.3)을 풀면

m( t)= a(1-e
- r[W( t)-W (0)]

)         

=a {1-exp[-r⋅W *(t) }                    

W *(t)=
N

1+A⋅exp(-αt)
-

N
1+A

     (3.4)

이고, 고장강도는

λ( t)=
dm( t)
dt

=arw( t)⋅exp[-rW *(t)]

 (3.5)이다.

4. 비용-신뢰도를 고려한 인도 기법

  <그림 4.1>에서는 테스트 기간을 횡축으로 하여 

비용과 신뢰도의 계를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최  

소 트웨어 인도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 2 > 0,  c 1 >c 3> 0,  x≥0, 0 <R 0 < 1인 경우에 해서 

R(x|T)≥R 0, T≥0인 조건하에 C(T)를 최소화 (4.1)

T 1

T 2

R 0

1

C
O

ST

t

t

R T e s t i n g  T i m e

T e s t i n g  T i m e

<그림 4.1> 비용-신뢰도 계 곡선

  이러한 방법으로 하여 비용-신뢰도최  소트웨어 

인도시각에 한 해를 구할 수 있다.

T
*
= max {T 1, T 2}                    (4.2) 

4.1 비용 기 에 의한 인도 시각

  소 트웨어 테스트/개발 단계 기간 동안의 테스트 

노력 비용과, 인도 후의 오류 수정 비용은 다음과 

같다.

C(T)=C 1m(T)+C 2[m(TLC )-m(T)]

+C 3
⌠
⌡

T

0
w(x)dx                    (4.3)

    비용이 최소가 되는 시각을 구하기 해

exp[- Ar(e
αTLC

-1)

(1+A)(A+e
αTLC

) ]≤
C 3

ar(C 2-C 1)
≤1

에서 유일하고도 유한한 양의 해 T*=T1이 존재하고 

그 값은 (4.3)과 같다. 

C 3

ar(C 2-C 1)
> 1 이면 T1<0이므로 T

*=T1=0이다.  

C 3

ar(C 2-C 1)
< exp[- Ar(e

αTLC
-1)

(1+A)(A+e
αTLC

) ]
이면 T1  >TLC이므로 T

*=T1=TLC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 4.2>에 표시하 다.

<그림 4.2> 조건에 따른 인도시각

  exp[- Ar(e
αTLC

-1)

(1+A)(A+e
αTLC

) ]≤
C 3

ar(C 2-C 1)
≤1 이면 비

용최 이 결함시험과 소 트웨어의  수명기간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C 3

ar(C 2-C 1)
< exp[- Ar(e

αTLC
-1)

(1+A)(A+e
αTLC

) ] 인 조건은 비
용이 단조감소하는 경우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MLE와 LSE를 이용하여 련 

라미터를 구하고 이 라미터를 이용하여 방정식(4.)

으로부터 비용 최  인도시각 T1을 결정한다. 

4.2 신뢰도 기 에 의한 인도 시각

의 방정식으로부터 

logR(x|0)=-m(x)=-a(e -rW * (0)-e -rW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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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일하고도 유한한 양의 해 T*=T1이 존재하고 

그 값은 (4.3)과 같다.  

R(x|0)=exp[-a(1-e
-r(

N

1+Ae
-αx -

N
1+A

)

)]  (4.4)
과,  이 결과로부터

e
-αx

=
1
A {

1+A

1-
1+A
rN

log[1+
1
a
logR(x|0)]

-1}   (4.5)

을 얻는다.

S(N, A, α)= ∑
n

k=1
[Wk-W(t k)]    (4.6)

  주어진 조건에서 MLE와 LSE를 이용하여 련 

라미터를 구하고 이 라미터를 이용하여 방정식

(4.6)으로부터 비용 최  인도시각 T2를 결정한다. 

5.  용 

N=29.1095, A=4624.89, α=0.493515, a=138.165, 

r=0.145098, C1=1, C2=100, C3=50, TLC=100, R0=0.95, 

x=1이다. 

5.1 비용

  조건1)에 해당하므로 방정식(4.3)을 이용하여 그 

시각을 구하면 T1=20.04가 되고 방정식(4.3)을 이용하

여 최 비용을 구하면 C=1,548.8이 된다. 이는 <그림 

5.1>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때의 신뢰도를 구

하면 0.5453으로서 고객이 요구하는 목표 신뢰도와 

거리가 멀다. 즉, 비용을 최 로 하는 시 에서 소

트웨어의 테스트를 지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게 되

면 소 트웨어의 신뢰도가 54.53%밖에 되지 않아서 

목표신뢰도 95%에 이르기 해서는 좀더 경과시간

을 두고 테스트를 계속하여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

다.

<그림 5.1> 용 의 비용곡선

5.2 신뢰도

  목표신뢰도 95%를 만족하는 시각을 구하면 T2=26

이 된다. 이는 소 트웨어의 신뢰도를 목표치까지 상

승시키기 해서 그 시간이 26으로 될 때까지 소

트웨어의 테스트를 계속하여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4.2)의 조건에 따라 

T*=T2=26이 되어야 하며, 이 때의 총 비용은 1,584.4

로서 최 비용보다 35.6만큼 증가된다.

<그림 5.2> 용 의 신뢰도 곡선

이 에서는 TLC=100이라는 수명 기간 동안 경과시

간 x=1일 때의 목표 신뢰도 R0=0.95를 유지하기 

한 시간을 구함에 있어서 비용을 최 로 하는 시간

을 구하고 목표 신뢰도를 만족하는 시간을 구해봤을 

때  T1<T2인 경우로서 인도시간이 비용최 에 의해

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목표 신뢰도를 맞추는 시

에서 결정되었다. 

6. 결 론

  비용면에서는 개발, 테스트, 인도, 인도 후 A/S에 

한 총 비용을 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최소

비용으로 일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 다. 이는 조

건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진다. 즉, 

C 3

ar(C 2-C 1)
>1 이면 비용이 단조증가하는 경우로서 

결함시험을 하면 할수록 비용이 증가되어 시험 없이 

인도하는 것이 최 인 것을 의미한다. 

exp[- Ar(e
αTLC

-1)

(1+A)(A+e
αTLC

) ]≤
C 3

ar(C 2-C 1)
≤1 이면 비용

최 이 결함시험과 소 트웨어의  수명기간 사

이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C 3

ar(C 2-C 1)
< exp[- Ar(e

αTLC
-1)

(1+A)(A+e
αTLC

) ] 인 조건은 비
용이 단조감소하는 경우이다.

  한, 신뢰도 기 에 의한 인도수법을 고찰한다. 

일반 으로 소 트웨어 인도시간문제는 소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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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신뢰도와 연동되어 있다. 소 트웨어 시스

템의 신뢰도가 정한 수 에 이르면 소 트웨어를 

인도한다. 마지막 고장이 발생한 후 조건 확률함수를 

이용하여 목표신뢰도를 만족시키는 시간을 결정하는 

방정식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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