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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 제품을 개발하여 테스 을 거친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아주 실제 이고 흥미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소 트웨어 최  방출시기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출문제에 하여 연구되었다. 수명분포는 감마족 분포에서 표 인 어랑 
문포 모형을 이용한 최  방출시기에 한 문제를 다루었다. 소 트웨어 요구 신뢰도를 만족시
키고 소 트웨어 개발  유지 총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최  소 트웨어 방출 정책에 하여 
논의 되었고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효율  최  방출시기가 논의되었다.

The Study of Software Optimal Release Using 

Sensitivity Analysis

Hyun-Cheul Shin*

ABSTRACT

It is of great practical interest to decide when to stop testing a software system in development 
phase and transfer it to the user. This decision problem called an optimal release policies. In this 
paper discussed to specify an optimal release policies. In this paper, propose an optimal release 
policies of the life distribution applied Erlang distribution of special pattern of Gamma distribution. In 
this paper,  discuss optimal software release policies which minimize a total average software cost 
of development and maintenance under the constraint of satisfying a software reliability requirement. 
From Sensitivity Analysis, make out estimating software optimal relea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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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 트웨어 신뢰성은 컴퓨터 시스템에 한 용

과 이에 한 연구 분야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소 트웨어 고장으로 인한 컴퓨터 시스

템의 고장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손실을 유발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소 트웨어 신뢰도는 의 소 트웨

어 생산품 개발에서 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소 트웨어 신뢰도 엔지니어링에서의 연구 활

동은 지난 30년 부터 행해져 오고 있고 많은 신

뢰도 성장 모형들이 소 트웨어에 남아 있는 고장

들의 수와 소 트웨어 신뢰도의 추정에 한 문

제들을 제안해 왔다. 일반 으로 소 트웨어 개발

과정은 설계단계, 디자인, 코딩 그리고 테스  단

계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소 트웨어 

제품을 방출하게 되는데 방출이후에 발견되지 않

은 고장들이 나타난다면 이것들에 한 보  비용

(Maintenance cost)은 크게 증가 할 것이다. 결국, 

소 트웨어 시스템 시험을 끝내고 그것을 사용자

에게 넘기는 시기 결정은 매우 요한 사항이 된

다. 이러한 소 트웨어 방출시간에 한 연구들은 

부분 유한 고장 NHPP(Non-Homogeneous Poisson 

Process)모형을 사용하 다[1-4]. 이러한 유한(finite)

고장 NHPP 모형은 소 트웨어가 유한개의 고장이 

있고 고장 제거 단계에서는 새로운 고장이 발생하

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다. 그러나 실제 고장 

제거 단계에서도 새로운 고장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한(infinite) 고장 NHPP 

모형을 이용하여 최  방출시기에 한 문제를 제

안하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는 Musa-Okumoto의 

수 포아송 실행시간 모형[5]과 Log-power 모형

[6]을 이용한 방출 문제에 한 문제 들이 이미 연

구되었고 최근에도 이와 련된 문제에 한 연구

는 Yang and Xie(2000)와 Huang(2005)에 의해 연

구되고 있다[7, 8].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감마분포 

특수한 경우인 어랑분포[9, 10]을 용한 유한고장 

NHPP 모형을 이용하여 최  방출시기에 한 문

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련 

연구로서 무한고장과 기록값 통계량, 어랑 분포

[19]  모수추정에 하여 약술하 고 제 3장에서

는 요구 신뢰도와 비용 최소화를 고려한 방출시간

에 하여 서술하고 제 4장과 제 5장에서는 각각 

민감도 분석 결과와 그 결론을 나열 하 다.

2. 무한 고장 NHPP와 어랑 분포 모형 

유한(finite) 고장 NHPP(Non-Homogeneous Po-

isson Process)모형은 소 트웨어가 유한개의 고장이 

있고 고장 제거 단계에서는 새로운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다. 그러나 실제 고장 제

거 단계에서도 새로운 고장이 발생 할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을 해소시켜 주는 모형이 무한(infinite) 고

장 NHPP 모형이라고 하고 유한 고장 NHPP 모형

의 평균값 함수와 고장 강도 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3].

            (2.1)

  ′   (2.2)

수명 분포가 감마분포   (단, )일 경우 

확률 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2.3)

 식 (2.3)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어

랑분포는 인 특수한 경우로 확률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2.4)

따라서 식 (2.1)과 식 (2.2)와 연 하면 다음과 같이 

표  가능하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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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비용 최소화를 고려한 방출 

시간

NHPP 모형에서 테스트 시   (마지막 고장시

)에서 소 트웨어 고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신뢰구간      (단, 는 임무시간

(Mission time))사이에서 소 트웨어의 고장이 일

어나지 않을 확률인 신뢰도 ∣ 는 다음과 같
이 됨이 알려져 있다[14, 15, 18].

∣ 
 

 

   
  

(3.1)

어랑 분포 모형[18]에 한 신뢰도는 식 (2.5)와 

식 (3.1)를 이용하고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3.2) 

따라서 소 트웨어 방출시간 이 신뢰도   ∣ 
을 확보해야 한다면 다음 방정식을 만족해야 한다

(방정식의 해).

     

                           (3.3) 

비용 최소화와 련된 최  방출시간은 신뢰도

와 함께 비용모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 트웨어 

방출시간을 로 표 하고 와 ∞을 각 각 

 와 ∞의 기간에 발견된 기  고장수라고 표

하고  을 소 트웨어 라이 사이클(life cycle) 

동안에 기 되는 소 트웨어 비용이라고 하면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5, 6].

    ∞     (3.4)

 식에서 는 테스  동안에 하나의 고장을 수리

하는 비용이고 는 가동 에 하나의 고장을 수리

하는 비용( ), 그리고 는 단  시간당 테스

 비용을 나타낸다. 이와 련하여 총비용의 최소

화는 무한고장 평균값 함수를 가진 NHPP 모형에 

하여 발생 할 수 있다. 무한 수명에 한 비용함

수    식 (3.4)에서 ∞은 직  구체화 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하기 해서는 소 트웨

어 수명시간 인 을 지정하여 분석한다[6]. 이러한 

는 소 트웨어마다 서로 다른 임의의 값이기 때

문에 유한 고장 NHPP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용함수를 고려하여 소 트웨어의 모든 

수명에서 총비용을 최소화함으로서 최  테스  

시간을 결정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

면 비용함수  는 유일한 최소값을 가진다[5].


 

 , 


  
 (3.5)

결국 소 트웨어 지정된 수명 을 이용한 어랑 분

포 모형 평균 비용  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

    
      

     (3.6)

에 해서 비용함수  을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방출시간 를 계산 할 수 있다.

   
               (3.7)

 식에서 방출시간은 소 트웨어 지정 수명시간 

인 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사실은 무한 고장 평균값 함수를 가진 NHPP

모형들이 새로운 결 들이 발생함으로서 몇 개의 

고장이 야기 될 수 있는 을 고려한 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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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시킬 수 있다. 

실제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가 부여되고 동시에 

시스템 고장과 연계된 기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

기 하여 필요하다면 충분한 테스 을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신뢰성 요구를 만족하고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상황이 최  방출 시간이다. 따라서 어

랑 분포 모형을 사용한 최  방출시간 는 과 

에 하여 다음을 만족한다[6].

         (3.8)

식 (3.8)에서 과 는 다음 두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 될 수 있다.

     

                  (3.9)

   
                   (3.10)

단, 신뢰도 
 ∣ 

4. 민감도 분석

소 트웨어 신뢰성은 개발의 최종단계에 있는 

테스트 공정이나 실제 사용단계에 있어서 소 트

웨어 내에 존재하는 고장 수나 고장 발생 시간에 

의해서 효과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평가 기술이 요하게 된다. 실제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가 부여되어야 소 트웨어 방출된다. 따라

서 최 방출시기는 신뢰도와 비용에 만감한 반응

을 보인다, <표 1>은  ( 테스  동안에 하나의 고

장을 수리하는 비용)  (가동 에 하나의 고장을 

수리하는 비용(  )),  (단  시간당 테스  비

용)을 각각 증가추세로 놓고 한 모형의 모수인 

도 증가 추세를 하는 경우에 최 방출시기() 

 신뢰도 련 방출시기(), 비용 련 방출시기

( )의 민감성을 분석하고자 한다[20]. <표 1>에

서 신뢰도를 95%로 일 경우보다 90%인 경우가 소

트 최 방출시기는 짧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임수시간에 다 과 는 둘 다 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무시간이 55시  까

지는 가 최  방출시기가 되고 60시  부터는 

이 최  방출시기가 된다. 모수값이 증가하면 

증가 할수록 최 방출시기는 짧아지고 가 큰 값

에 하여는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모수 은 

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1> 95% 신뢰도를 부여한 최 방출시기()

Mission 

Time
       

5 10.00 100 1000 0.01 99.91 53.10 99.01

10 20.0 200 2000 0.02 49.91 15.00 49.91

15 30.00 300 3000 0.03 33.24 10.29 33.24

20 40.00 400 4000 0.04 24.91 10.10 24.91

25 50.00 500 5000 0.05 19.91 10.65 19.91

30 60.0 600 6000 0.06 16.58 11.08 16.58

35 70.00 700 7000 0.07 14.20 11.16 14.20

40 80.00 800 8000 0.08 12.41 10.89 12.41

45 90.00 900 9000 0.09 11.02 10.35 11.02

50 100.0 1000 10000 0.10 9.91 9.68 9.91

55 110.00 1100 11000 0.11 9.00 8.97 9.00

60 120.0 1200 12000 0.12 8.24 8.29 8.29

65 130.00 1300 13000 0.13 7.60 7.68 7.68

70 140.00 1400 14000 0.14 7.05 7.14 7.14

75 150.00 1500 15000 0.15 6.58 6.67 6.67

80 160.0 1600 16000 0.16 6.16 6.25 6.25

85 170.00 1700 17000 0.17 5.79 5.88 5.88

90 180.00 1800 18000 0.18 5.47 5.56 5.56

95 190.00 1900 19000 0.19 5.17 5.26 5.26

100 200.0 2000 20000 0.20 4.91 5.00 5.00

(그림1) 임무시간에 따른 방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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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감마분포의 특수한 형태인 어랑분포

를 용한 무한고장 NHPP 모형을 이용하여 최  

방출시기에 한 민감도 문제를 알아보았다. 즉, 

용량 소 트웨어가 수정과 변경하는 과정에서 

결 의 발생을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실이

다. 실제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가 부여되고 동시

에 시스템 고장과 연계된 기  총비용을 최소화시

키기 하여 필요하다면 충분한 테스 을 계속해

야 한다. 따라서 어랑 분포를 용한 민감도 문제

에 있어서는 단  시간당 테스  비용이 비용 련 

방출시기에 민감성을 보이고 모수의 값과 신뢰도

는 신뢰도 련 방출시기에 민감성을 보이고 있다. 

최  방출 시간을 조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단 시간당 테스  비용과 신뢰도를 히 보안 

하는 이 최 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어

랑 분포를 용하 지만 방출시기에 효율 인 카

분포, 지수화지수분포 등 업데이트된 분포에 

한 방출 시기 문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가치 

있는 일이라 단되고 이 연구를 통하여 소 트웨

어 개발자들은 방출최 시기를 악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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