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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고장 시간은 테스팅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거나. 단조증가 혹은 단조 감소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신뢰모형들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척도로 자료에 대한 추세 검정이 개발되어 있다. 추세 분석에는 산술평균

검정과 라플라스 추세 검정 등이 있다. 추세분석들은 전체적인 자료의 개요의 정보만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장시

간을 측정하다가 시간 절단이 될 경우에 미래의 고장 시간 예측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곡선회귀모형에 이용되는 S곡선

모형과 성장모형, 로지스틱을 이용하여 미래고장 시간을 예측하여 비교 하였다. 제안된 예측방법에서는 고장시간 자료

를 이용하여 모형들에 대한 예측 값을 결정계수 와 평균제곱오차를 이용하여 비교 하고 효율적 모형을 선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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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ftware failure time presented in the literature exhibit either constant, monotonic increasing or monotonic

decreasing. For data analysis of software reliability model, data scale tools of trend analysis are developed.

The methods of trend analysis are arithmetic mean test and Laplace trend test. Trend analysis only offers

information of outline content. In this paper, we discuss forecasting failure time case of failure time censorin

g. In this study, we predict the future failure time by using the curve regression analysis where the s-curv

e, growth, and Logistic model is used. The proposed prediction method analysis used failure time for the pr

ediction of this model. Model selection using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nd the mean square error were

presented for effectiv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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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프트웨어 고장으로 인한 컴퓨터 시스템의 고장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손실을 유발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신뢰

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용자의 요구조건

과 테스팅 비용을 만족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 테스

팅(디버깅)면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

어의 신뢰성의 변동과 테스팅 비용을 사전에 알고 있

어야 효율적이다. 따라서 신뢰도, 비용 및 방출 시간의

고려사항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필수 불가결

하다. 결국 소프트웨어 제품의 결함내용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소프트웨

어 신뢰성 모형이 제안 되었다. 이 중에서 비동질적 포

아송 과정(NHPP)에 의존한 모형은 에러 탐색 과정측

면에서는 우수한 모형이고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제거

되고 디버깅 과정에서 새로운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다

는 가정을 하고 있다[1]. 비교적 최근에 Huang [2]은

일반화 로지스틱 테스팅 노력 함수(Generalized

logistic testing-effort function)와 변환점 모수

(Change-point parameter)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소프

트웨어 신뢰성이 예측되는 또는 신뢰성을 예측하는 기

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S-형태 모

형은 소프트웨어 관리자들이 소프트웨어 및 검사 도구

에 익숙해지는 학습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도 하였

다[3].본 논문에서는 고장시간을 측정하다가 시간 절단

이 될 경우에 미래의 고장 시간 예측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곡선 회귀모형 분석에 이용되는 S곡선모형과

성장(Growth) 모형, 로지스틱(Logistic)모형을 이용하

여 미래고장 시간을 예측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고장시간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척도로 자료에 대

한 추세 검정이 개발되어 있다. 추세 분석에는 산술평

균 검정(Arithmetic mean test)과 라플라스 추세 검정

(Laplace trend test)등이 있다[4]. 산술평균 검정결과

고장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술 평균이 거의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면 신뢰성장(Reliability growth) 속

성을 가지고 있고 라플라스 추세 검정의 결과도 라플

라스 요인(Factor)이 -2에서 2사이에 존재하면 신뢰

성장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한다[5].

다른 측면으로 소프트웨어 고장 시간에 대하여 품

질관리 측면에서의 공정능력 지수를 제시하여 공정분

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6]. 즉, 기존에 효율적 모형비

교에 사용되는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공정분석을 통하

여 소프트웨어 고장 자료에 대한 공정 등급을 판정하

여 효율적 모형을 판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

한 시계열 모형 중에서 AR(1) 모형을 이용한 소프트

웨어 미래 고장 시간 예측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7].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시계열 분석에

이용되는 단순이동 평균법과 가중이동평균법, 지수

평활 법을 이용하여 미래고장 시간을 예측하여 비교

하기도 하였다[8].

2.1 곡선 선형 회귀 모형

일반적으로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방정식으

로 나타내는 경우, 이 방정식을 회귀 방정식이라 한다.

설명변수  와 종속변수 와의 간에 직선 관계가 가

능한 경우에 그 관계를 나타내는 선형모형

       , (  ⋯  ) (1)

을 회귀식이라 부른다.    는 회귀계수라고 하고 오

차 항  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모든 에 관해서 독립 즉, 어떤   ⋯값을

관찰하는데 발생하는 오차는 다른  값을 관찰 할 때

의 오차와 어떤 상관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공분산

         ⋯  (2)

이 된다. 그리고 두 개의 오차는 동시에 같은 분포를

따르는(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확률변수이고 기대 값이 0이고 분산은  인 정규분

포를 가진다. 즉, 오차 항  은 확률변수로서 모든 



곡선회귀모형을이용한소프트웨어미래고장시간예측에관한연구 117

에 대하여     이고 분산은  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상수인  을 가진다.

 ∼     ⋯ (3)

그러나 선형이 아닌 비선형인 경우는 로그를 취하

여 선형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곡선선형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곡선 회귀모형

분석에 이용되는 S곡선모형과 성장(Growth) 모형, 로

지스틱(Logistic)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고장 시간을 예

측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2.2 곡선 선형 회귀 모형의 종류[9]

2.2.1 S곡선(S-curve) 모형.

ln   ,  ⋯ (4)

2.2.2 성장(Growth) 모형.

ln ⋅ ,  ⋯ (5)

2.2.3 로지스틱(Logistic) 모형.

ln ln ln ⋅ , (6)

 ⋯

단,  와
 는 각각    의 추정치이고 는 독

립변수보다 큰 상한 경계 값(Upper boundary value)

을 의미 한다.

2.4 최적모형의 결정기준

자료의 예측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를 판단하는 척도는 우수한 예측기법에 대한 판단기준

이 된다[10, 11, 12].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결정계

수  , 수정 결정계수 
 , 평균 제곱 합 등이

가능하다.

2.4.1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결정계수는 회귀직선에 의한 제곱 합을  , 오차

제곱 합을  , 총 제곱 합을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7)

단,   
  



 
 ,  

  



 
 




  




 ,  는  의 추정치

이 기준은 단순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한 개의 독립

변수만 고려하면 됨으로 가 크면 좋은 모형이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은 변수가 증가하면 는 항상

증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 회귀 모형의 경우 다

수의 독립변수를 고려해야 할 경우에 가 크다고

반드시 최적모형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때로는 변수

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의 증가가 둔화되는 독

립변수까지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정

결정계수(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는 독립변수의 수가 추가되면 항상 증가되는 결정

계수 의 결점을 보완한 기준으로 개의 독립변수

가 포함 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8)

2.4.2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 

독립변수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준으

로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9)

이 기준은 자료의 예측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오

차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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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hours
Failure 

number

Failure 

time

Failure 

number

Failure 

time

Failure 

number

Failure 

time

1 0.092 42 13.580 83 35.383 

2 0.164 43 14.673 84 35.747 

3 0.194 44 15.139 85 35.857 

4 0.222 45 15.270 86 36.037 

5 0.314 46 16.205 87 36.127 

6 0.361 47 16.718 88 36.629 

7 0.494 48 17.698 89 36.924 

8 0.589 49 18.682 90 37.098 

9 0.956 50 18.969 91 37.943 

10 0.967 51 19.085 92 38.271 

11 1.044 52 19.394 93 39.441 

12 1.106 53 19.810 94 41.282 

13 1.628 54 20.409 95 42.172 

14 2.171 55 21.230 96 43.163 

15 2.275 56 21.418 97 43.313 

16 2.590 57 22.418 98 43.678 

17 2.875 58 22.658 99 43.828 

18 3.294 59 23.649 100 44.394 

19 3.678 60 23.843 101 44.915 

20 3.811 61 24.188 102 45.319 

21 4.281 62 24.766 103 45.585 

22 4.842 63 25.306 104 45.796 

23 5.089 64 26.386 105 46.068 

24 5.833 65 26.548 106 46.353 

25 6.322 66 26.805 107 47.072 

26 6.557 67 27.017 108 47.360 

27 6.708 68 27.964 109 47.513 

28 7.278 69 28.069 110 47.735 

29 7.566 70 29.167 111 47.820 

30 7.863 71 29.709 112 47.937 

31 9.367 72 29.835 113 48.038 

32 9.641 73 29.949 114 48.608 

33 9.739 74 30.645 115 49.548 

34 10.177 75 31.052 116 49.781 

35 10.311 76 31.393 117 50.729 

36 10.494 77 31.574 118 50.844 

37 11.407 78 32.239 119 53.084 

38 12.553 79 33.347 120 53.607 

39 12.759 80 33.611 121 55.289 

40 13.313 81 34.461 122 55.705 

41 13.483 82 34.887 123 56.280 

<표 2> 각모형의 모형요약및모수추정값

Model
모형 요약 모수 추정 값

  


-모형 0.510 257.28 3.086 -9.674

성장모형 0.758 351.29 0.464 0.035

로지스틱모형 0.810 12.680 0.672 0.960

단, 종속변수: 고장시간, 독립변수: 고장 수,

 : 결정계수 , : 평균제곱오차
 : 절편 추정치,

 : 기울기 추정치.

값을 최소로 하는 모형이 최적이 된다.

3. 제안하는 예측방법

이 장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고장시간[13]을 이

용하여 예측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표 1>에 요약되

었다. 이 자료는 제시하는 예측 모형들을 분석하기 위

하여 우선 자료에 대한 추세 검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14].

추세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라플라스 추세 검정

(Laplace trend test)을 시행한다. 이 검정을 실시한 결

과 (그림 1)에서 보여 주듯이 라플라스 요인(Factor)이

-2와 2사이에 존재함으로서 신뢰성장(Reliability

growth)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

용하여 고장 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4].

(그림 1) 라플라스 추세 검정

<표 1> 고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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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모형에 대한 1시점부터

123시점까지의 예측

(그림 2)에서는 1시점부터 123점 시점까지 -모형
과 성장모형 그리고 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그림이고 이 그림에서 참값과 유사한 패턴으로는 로지

스틱모형이 비교적 바람직하게 예측되었지만 -모형
은 참값보다 낮게(과소평가) 성장모형은 높게(과대평
가)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요약된 결정계수는

은 다른 모형에 비해 로지스틱 모형이 예측 값에 대

한 설명력이 크게 나타나고 역시 의 값도 다른 모

형에 비해 작게 나타나 로지스틱 모형이 효율적인 모

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과 (그림 3), <표 4>에서는 미래 예측 즉

124시점부터 133시점까지 -모형과 성장모형 그리

고 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예측한 시점과 통

계량 정보가 요약되었다. <표 4>에서 -모형은 최

대 약 20.35664에서 최소 20.24946로 예측되었고 성장

모형은 최대 약 177.4595에서 최소 128.9871로, 로지

스틱 모형은 최대 89.78101에서 79.92112로 예측 되었

다. 결국 -모형은 좁은 범위에서 성장모형은 비

교적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로지스틱 모형은 적당 범

위에서 예측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균도 성장모형이 가장 높고 -모형이 작

기 때문에 이 두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균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며 표준편차 및 분산 즉,

산포도는 성장모형이 가장 높고 -모형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면 산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표 3> 각모형의 예측고장시점

고장 수 S-모형 성장모형 로지스틱모형

124 20.24946 128.98708 79.92112

125 20.2621 133.64139 81.07747

126 20.27455 138.46365 82.22003

127 20.28681 143.45992 83.34814

128 20.29889 148.63647 84.46117

129 20.31078 153.9998 85.55853

130 20.3225 159.55667 86.63968

131 20.33405 165.31404 87.70411

132 20.34543 171.27917 88.75136

133 20.35664 177.45953 89.78101

(그림 3) 각 모형에 대한 124시점부터

133시점까지의 예측

<표 4> 각 모형의 예측자료에 대한 통계량 정보

통계량 S-모형 성장모형 로지스틱모형

평균 20.304121 152.07977 84.946262

표준 오차 0.0114006 5.1556751 1.04956644

중앙값 20.304835 151.31814 85.00985

표준 편차 0.0360518 16.303676 3.319020504

분산 0.0012997 265.80985 11.01589711
최대 값 20.35664 177.4595 89.78101
최소 값 20.24946 128.9871 79.92112
범위 0.10718 48.47245 9.85989
관측수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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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소프트웨어 개발의 테스트 공정이나 실제사용단계

에 있어서 고장 발생 환경이나 고장 발생 현상을 수리

적으로 모형화가 가능하면 평가를 할 수 있다. 테스트

시간이나 혹은 실행 시간, 발생된 고장 수와 고장 발생

시간 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소프트웨

어 신뢰도를 성장 시 킬 수 있다. 본 논문에 사용된 

-모형과 성장모형 그리고 로지스틱모형은 비교적 효

율적인 모형이 로지스틱 모형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

었지만 어느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변동

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나 개선 없

이 그 공정을 계속해서 가동시킨다면 그 제품의 품질

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와 관련 업종에 종사자들로 하여금 중도

절단된 자료를 미리 예측하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중

도 절단된 자료에 대하여 예측방법을 사전 정보로 활

용하면 소프트웨어 품질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

리라 사료된다. 향후 이러한 사전 정보 고장 환경을

이용한 베이지안적 접근 방법이나 수리적인 추정과 검

정 부분에 대한 수리적인 접근이 기대 된다.

참고문헌

[1] Gokhale, S. S. and Trivedi, K. S. “A time/stru

cture based software reliability model”, Annals

of Software Engineering. 8, pp. 85-121. 1999.

[2] Huang C-Y. "Performance analysis of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s with testing-effort and

change-point". J Syst Software 76, pp. 181-194,

2005.

[3] Kuei-Chen, C., Yeu-Shiang, H., and Tzai-Zang,

L. "A study of software reliability growth from

the perspective of learning effects".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93, pp. 1410–.1

421, 2008.

[4] K. Kanoun and J. C. Laprie, “Handbook of Soft

ware Reliability Engineering”, M.R.Lyu, Editor,

chapter Trend Analysis. McGraw-Hill New Yo

rk, NY: pp. 401-437, 1996.

[5] Hee-Cheul KIM and Hyoung-Keun Park,

“Exponentiated Exponential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ments in Computing Technology,

Volume 1, Number 2, pp. 57-64, 2009.

[6] 김희철, 신현철. “소프트웨어 고장간격시간에 대

한 공정능력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보안 논문

지, 제 7권2호, pp. 49-55, 2007.

[7] 김희철, 신현철. “ARIMA AR(1) 모형을 이용

한 소프트웨어 미래 고장 시간 예측에 관한 연

구”, 정보·보안 논문지, 제 8권2호, pp. 35-40, 200

8.

[8] 김희철, 신현철.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소프트

웨어 미래 고장 시간 예측에 관한 연구”, 정

보·보안 논문지, 제 11권3호, pp. 19-24, 2011.

[9] http://www.utexas.edu/its/products/spss/

[10] 신민철, “경영경제 통계학의 기초”, 창민사, pp 40

5-442, 2010.

[11] 이영찬 외 4인 공저, “통계자료처리”, 도서출판 O

K Press, pp. 387-397, 2002.

[12] 김희철 , “SPSS17과 함께하는 회귀분석 입문 ”,

도서출판 비즈프레스 , pp. 298-300, 2010.

[13] Bastani, F, B., Chen, I, R and Taso, T, W.

"A SOFTWARE RELIABILITY MODEL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Interational Journal of Software Engineering and

Knowledge Engineering, Vol. 3, pp. 99-114, 199

3.

[14] 김희철, 신현철. “학습효과를 이용한 NHPP 소

프트웨어 신뢰도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보안

논문지, 제 11권3호, pp. 25-32, 2011.



곡선회귀모형을이용한소프트웨어미래고장시간예측에관한연구 121

김 희 철 (Hee-cheul Kim)

1992년 2월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졸업(이학석사)

1998년 8월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졸업(이학박사)

email : kim1458@nsu.ac.kr

[저 자소개 ]

신 현 철 (Hyun-cheul Shin)

1990년 2월 광운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공학석사)

2002년 2월 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email : hcshin@bsc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