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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 고장률을 고려할 경우의 신뢰도

최규식

Software Reliability, Considering Failure Rate during Operation

Gyu Shik Che

요약

  그동안 소프트웨어의 신뢰도가 테스트중은 물론 운영중에도 고장을 검출 및 수벙함으로써 성장될 수 있

다는 가정 하에 SRGM이 연구되어왔다. 한편, 어떤 논문에서는 운영중에 소프트웨어를 수정한다는 것이 특

히 범용 소프트웨어인 경우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테스트노력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기도 하였다.

.  저자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현상에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기법을 제안하여 기존신뢰도 모델을 수정

하지 않고 고장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개발 소 트웨어의 테스트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

트웨어의 결함수가 더 어들기 때문에 늦게 발행하

면 신뢰도는 향상될 것이나,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

고 한 발행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며, 반 로 

무 빨리 발행하면 개발비용은 감소하나 잦은 결함으

로 인하여 A/S 비용이 증가되고 고객에게 불편과 불

만을 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운 단계에 있는 소 트웨어의 신뢰

도를 고려함에 있어서 그간의 연구에서 제시되어온 

신뢰도 모델을 수정하지 않아도 운 에 고장률이 

향상된다는 이러한 신뢰도 상을 모델화하는 단순한 

근법을 제안한다.

 

2. 운  소 트웨어의 신뢰도  고장률

2.1 운 단계 신뢰도

  소 트웨어 신뢰도는 규정된 환경 하에서 주어진 

기간에 소 트웨어를 결함 없이 운 할 수 있는 확률

인 것으로 정의한다.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소 트

웨어의 결함이력이 알려져 있으므로 소 트웨어 신뢰

도는 다음과 같이 조건확률로 표 한다.[6] 

                           
(2.1)

여기서, s는 소 트웨어 개발 후 테스트 기간을 거쳐 

제품을 인도하게 되는 시각이고, x는 제품 인도 후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경과시간이며 Xk, Sk는 각각의 

확률변수이다. 이는 s라는 유니트 기간 동안 주어진 

고장이력에서 다음 고장간격 x  시간동안에 고장 없이 

소 트웨어가 동작할 확률인 것이다. 

  운 신뢰도의 경우, 지 까지의 연구를 검토해보면 

소 트웨어가 발행된 뒤에도 A/S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발행시기를 결정했다.[2, 7] 그러나, MS OS, 

  word 등과 같이 개발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용

자를 상으로 개발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A/S가 

어려워 그 이상 신뢰도의 성장이 없다. 운 에 발견

되는 결함은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했다가 그 다음 버

 발행시 반 될 수 있으며, 이미 발행된 버 에는 

용되기 어려우므로 고장율이 일정한 것으로 한다. 

즉, 시간간격 Xk가 운 단계에 있다면 다음 고장시각

은 라미터 λ
r
을 가진 지수분포를 따르며, 여기서 

λ
r=λ( s)는 시각 s에서 계산된 본래 NHPP의 고장

강도 함수이다. 운  신뢰도 함수는 아래와 같다

   




                   

(2.2)

  개발 기에는 소 트웨어에 익숙하지 못한 단계로

서 불안정하여 테스트단계 동안에는 그 결함들이 감

소하기 에 결함발생 빈도가 오히려 증가한 후 어느 

시 부터 다시 지수함수 으로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장강도가 지수함수 으로 감소되는 

경우가 더 일반 이므로 이에 해서만 고찰한다. 이 

경우의 고장강도와 시간과의 계를 그림 2-2에 보

다. 그림 2-2의 고장강도 곡선에서 처음 감소부분은 

테스트 기간 의 고장강도 감소를 표 하고 고장강

도 λ=λγ인 시 부터는 발행시 에서의 고장강도이

므로 이것이 시간에 하여 일정하게 되어 직선(실선)

의 형태를 취한다. 테스트 기간 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쓴다.
  

 




                    

(2.3)

SABCD는 그림 2-2의 곡선 사다리꼴 ABCD의 면 이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 기간 의 신뢰도를 나타

내는 식(2.2)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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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기서, SABC'D는 그림 2-1의 사각형 ABC'D의 넓이

를 나타낸다.

그림 2-1 λ( t)가 t≥0에서 단조감소하는 경우

  두 가지 신뢰도의 경우를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2.5)

여기서, S는 시간간격 x와 고장강도 곡선으로 둘러싸

인 면 을 표시한다. 의 두 가지로 정의한 신뢰도를 

비교해보면, 인도시간  ≧ 와 경과시간   에서 

주어진 어떠한 값에 해서도 가 ≧ 에서 단조 

감소하는 함수이면,

                                  

(2.6)

이다. 이는 어느 경우에나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된다.

2.2 시간경과에 따른 고장률 감

  제품 유니트에 있어서 그 제품이 매된  t 개월 동

안 경험된 고장률을 다음과 같이 모델화한다.

  ⋅
  ,                           

(2.7) 

여기서, (λ0+λf)는 제품이 인도되었을 경우의 기 고

장률이며, α는 감쇠정수, λf는 최종 정상 상태 고장률
이다. 처음 소 트웨어 제품이 설치되면 잉여 과도 고

장률 λ0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도 고장률은 
매월 감쇠정수 α  에 의하여 감쇠된다. 몇 달 후에 이 
과도 고장률은 0으로 근하여 사용자는 λf  라는 고장
률에 하게 된다. 이러한 상을 그림 2-2에 표시하

다. 그림에서 의 수평선은 디버깅을 수행하지 않

는 경우의 운  소 트웨어 고장률을 나타낸다.

그림 2-2 유니트의 고장률

  제품에 있어서 새로운 유니트들이 계속하여 인도되

므로, 장에 설치된 유니트들이 시간 간격의 어느 

에서도 그들의 시간 경력에 따라 상이한 고장률을 경

험하게 된다. 따라서, 제품에 의하여 경험하게 되는 

총 고장은 단순히 한 유니트의 고장률에 운 인 

체 유니트수를 곱한 것이 아니라, 매 기간 의 인도되

는 소 트웨어의 고장률에 인도수량을 곱하여 각각을 

합한 값이다.

2.3 라미터 산출법

  실제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경우 여기에 합한 함

수를 구하기 하여 라미터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

에는 두 가지의 인 산출기법으로서 최 가능성 

평가자(MLE)와 최소자승법 평가자(LSE)가 있다. 

MLE는 한 집합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라미터를 

산출하며, s-신뢰 구간을 구동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다. LSE는 실제로 찰/획득한 것과 측한 것 사이

의 차이를 제곱해서 더한 총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LSE는 간 크기의 표본에 최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 을 산출할 수 있게 해 다. 본 논문에

서는 LSE에 의해서 실제 상에 합한 라미터를 

구하도록 한다. 최  제곱합에 한 산출공식 SSE(α, 
λ0, λf)는 다음과 같다.







                                

(2.8) 

이 방법에 의하여 라미터를 구한다. 고장률이 방정

식(2.7)의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 해서 이 방법을 

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2.9)

  여기서, α,는  감쇠인자, (λ0+λf) 기고장률, λf는 
최종 인 정상상태 고장률이다.

이 식을 α, λ0, λf에 하여 각각 편미분하여 그 편미

분치를 0으로 놓고, 이 항들을 재정비하여 비선형 최

소자승 문제를 푼다.

2.4 운  신뢰도

  본 논문에서는 방정식(2.7)에 의한 고장률을 용한 

운  신뢰도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10)

방정식(2.3)에서

   
  

  (2.19)

이며, 여기서, a는 기결함의 수, b는 결함검출비이

다.

방정식(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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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로서 운 신뢰도가 시간경과에 해서 지수함수 으

로 단조감소하며, 발행시간 s와 무 하다.

  













 






 

 




                          

(2.12)

와 같이 된다.

3. 총 고장의 모델링

 이  항에서는 유니트의 고장률이 어떤 시간 함수인

가를 기술하 다. 그러므로, 제품이 시각 t까지 인도

된 후 그 모든 월 동안 매된 유니트를 안다면 장

에서 경험하여 겪는 고장의 총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상이한 이력을 가진 유니트의 수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며, 상기 모델을 가지고 상이한 이력의 유니트

에 한 고장률을 결정할 수 있다.  

  매  인도되어 운 인 소 트웨어의 총 고장

률은 매 기간 매되는 총 유니트수 에서 고장난 

유니트의 수를 말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총고장률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방정식(2.3)에 의한 테스트

 총고장률

 














                                  

(3.1)

방정식(2.4)에 의한 운  총고장률(고장률이 일정하

다고 가정)

 





























                         

(3.2)

운  총고장률(고장률이 감소한다고 가정)

 














                                   

(3.3)

  매월 매되는 총유니트수를 첫 번째 월로부터 시

작하여 N1, N2, N3,....,Nt라 한다. 시간에 한 고장률 

감쇠를 가진 모델을 사용하여 t월에서의 총 고장 Ft
를 구하는 다음 방정식을 얻는다.[8]

      
    

    
   

 
    

 ...........

  
 

 ⋯  ⋯      

         

이 되고 이 방정식을 정리하면
  

  ⋅⋅⋅

      ⋯

     ⋯            (3.5)

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장률 감쇠 모델을 사용

하여 매월 찰되는 총 고장, 매월 매 유니트의 수, 

모델 라미터와 련된 이러한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매월 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하여, 그리고 

월간 매 정보를 통하여 통계 인 기법을 이용하여 

모델의 라미터를 산출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수개

월 동안에 걸친 실제 고장률 데이타와 매 유니트의 

수로부터 3개의 라미터를 결정할 수 있다. - 정상

상태 고장률 λf , 최 고장률  λ0 ,  그리고 감쇠인자 α
이다. 이는 방정식(2.8)-(2.9)를 풀어서 구할 수 있다. 

4.  실례

4.1 고장강도

  제품의 고장률을 나타내기 해 이러한 근법을 

사용하는 것은 고장률이 단지 소 트웨어 내의 결함

의 수에만 의존하며,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들의 경험 

벨과 같은 다른 요인과는 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고장률이 소 트웨어 제

품에 해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 트웨어 제품에서 소 트웨어를 변경시

키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장률이 감소하는 상이 계속 찰되고 있다. 

근법에서 체 총 고장률의 측치와 장에서 실

제 발견된 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합한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라미터를 구할 때까지 수치 으로 계

산하여 그 라미터를 찾는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아

래와 같은 값을 구했다. 

그림 4-1 제품의 총 고장률

  기과도고장률 λ0 = 0.105 고장/월, 정상상태고장
률 λf = 0.014 고장/월, 감쇠인자 α  = 0.603. 이로부터 
제품군의 정상상태 고장률이 월간 0.014이고 이는 2개

월째 정상 인 방법으로 구한 값의 약 26.8%이며, 이

는 총 고장을 총 매 수로 나  값이다. 그리고, 4

개월째 평균고장률의 약 50.2%이다. 6개월째 고장률

과 비교하더라도 정상상태 고장률이 평균 고장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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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3.5%이다. 이 에서 평균고장률 계산이 제품의 

신뢰도를 제공한다. 평균치가 정상상태 신뢰도보다 훨

씬 높다. 이 에서는 과도 고장률의 감쇠인자가 단

히 높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

용자가 2-3개월 안에 정상상태 고장률로 근하며, 

일반 으로 첫 달은 최악이다.

  한편, 참고문헌[3]에서 제시한 식(2.2), (2.4)에 의하

여 발행 후 고장률이 λr=0.02141로 일정하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발행 후 시간 경과에 계 없이 그 값이 일

정하여 그림 4-1의 수평선 형태를 취한다. 그림에서 

보듯 실제 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비교가 쉽지 

않다.

  이 모델이 얼마나 실제 데이타에 근 한 값을 나타

내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방정식(3.1), (3.2)

에 의하여 측된 고장을 구하고 그 다음 실제 고장

데이타를 따라서 그렸으며, 그 결과를 그림 4-2에 나

타냈다.

그림 4-2 측  실제의 총 고장

4.2 라미터의 합성 검토

  구한 라미터의 합성을 평가하기 하여 제시한 

5개의 성능 비교 기 에서 SSE와 표 편차를 구하

여 비교하기로 한다.

감소고장률인 경우, SSE=1.02×10-4이고 표 편차는 

0.003이다.  고정고장률인 경우, SSE=4.35×10-3이고 

표 편차는 0.02로서 감소고장률을 용한 경우가 실

제 상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신뢰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상기에서 구한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각각의 신뢰도를 구하여 비교한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여기서 테스발행  테스트 시간 s=10이

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행 기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신뢰도가 100%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정고장률을 용한 경우가 격하게 낮아짐을 볼 

수 있다. 고정고장률을 용한 경우 발행  테스트 시

간에 해당되는 s=10이 되면 그 신뢰도가 80%로 낮아

지며, 좀더 시간이 지나 s=33을 경과하면 50% 이하로 

낮아져서 제품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게 된다. 

그림 4-3 매 후 신뢰도 비교

5. 결론

  테스트 단계에서는 테스트 공정이 NHPP를 따르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므로 이 공정과 평균치 함수를 

이용하여 어느 기간 동안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확률

로 신뢰도를 정의한다. 반면, 운 단계에서는 일반

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발견하는 

결함에 의해 신뢰도가 향을 받으므로, 사용자가 사

용 인 소 트웨어의 결함을 발견하여 이를 개발자에

게 알려서 수정하도록 하고 수정된 것을 불특정 다수

인에게 다시 반 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 따라

서, 운 단계에서는 신뢰도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으므

로 테스트 단계의 신뢰도와 다르며, 그 신뢰도가 훨씬 

하된다. 운 단계의 신뢰도는 신뢰도 함수의 지수부

분이 평균치 함수의 시간  차이가 아니라 일정한 고

장강도에 경과시간을 곱한 형태를 취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을 나타내기 한 간단

한 모델을 제시하 다. 기 제품 사용자는 과도 고장

률을 경험하게 되며, 매월  α 인자로 감소한다. 결국, 
이러한 과도 고장률은 0으로 근 하며, 그러면 사용자

는 재품의 정상상태 고장률을 겪게 되며 이 때 우리

는 소 트웨어의 진정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매월 매되는 유니트의 

총수와 매월 찰되는 고장의 총 수로부터 3개의 모

델 라미터 기 과도 고장률, 정상 상태 고장률, 감

쇠 인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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