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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운
†

요     약

형 인 소 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은 결 이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단계들의 일련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원하는 수 의 품질을 

달성하기 해서는 소 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결  제거를 수행하여야 한다. 잘 알려진 단계기반 결  로 일은 Gaffney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결  제거 로 일이 Rayleigh 분포를 따르며 단계 인덱스 번호를 모수로 하고 있다. 실제 개발되는 소 트웨어에 Gaffney 모델을 

용시 제거된 결 이 최 값이 되는 을 치 모수가 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Gaffney 모델은 실제 결  로 일을 표 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2개의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 하나는 수정된 Gaffney 모델로 치 모수를 교체하기 해 Putnam의 SLIM 모델의 모수를 도

입하 다. 다른 하나는  결  로 일이 S자 형태를 보여 성장곡선 모델을 제시하 다. 제안된 모델은 5개의 다른 소 트웨어 로젝트로

부터 얻어진 결  로 일 분석에 의해 검증하 다. 실험 결과 제안된 모델이 Gaffney 모델 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키워드 : 결 , 결  로 일, 개발 단계, 소 트웨어 품질, 소 트웨 어 기

An Evaluation of Software Quality Using Phase-based Defect Profile

Sang-Un Lee†

ABSTRACT

A typical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consists of a series of phases, each of which has some ability to insert and detect defects. 

To achieve desired quality, we should progress the defect removal with the all phases of the software development. The well-known 

model of phase-based defect profile is Gaffney model. This model assumes that the defect removal profile follows Rayleigh curve and uses 

the parameters as the phase index number. However, these is a problem that the location parameter cannot present the peak point of 

removed defects when you apply Gaffney model to the actual situation. Therefore, Gaffney model failed to represent the actual defect 

profile. This paper suggests two different models: One is modified Gaffney model that introduce the parameter of Putnam's SLIM model to 

replace of the location parameter, the other is the growth function model because the cumulative defect profile shows S-shaped. Suggested 

model is analyzed and verified by the defect profile sets that are obtained from 5 different software projects. We could see from the 

experiment, the suggested model performed better result than Gaffney model.

Key Words : Defect, Defect Profile, Development Phase, Software Quality, Software Crisis

1. 서  론 1)

소 트웨어 개발의 성공 여부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

을 만족하는 제품을 주어진 일정과 산범  내에서 납품할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1]. 즉, 품질(quality), 일정 (schedule)과 

비용(cost)이 소 트웨어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재의 소 트웨어 개발 환경은 보다 좋게(better), 보

다 빠르게(faster), 보다 렴한 비용 (cheaper)으로 개발하

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2,3]. 이와 같은 개발 환경에서 소

트웨어 품질은 개발비용, 납품일정과 더불어 사용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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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 트웨어 품질 리의 요성이 

차 증 되고 있다[4].

일반 인 리활동과 동일하게 품질도 계획되고 계획 비 

진척상황을 악하고 필요시 한 시정조치활동이 수행된

다. 실제 개발에 투입된 노력( 는 비용)이 계획된 노력과 

비교되는 것과 같이 실제 발견된 결 (defect)들도 측정될 

수 있고 계획된 결 과 비교될 수 있다. 계획과 실제 결

에 한 비교는 로젝트 성능을 최 화하기 한 시정조치 

활동을 유발시킨다.

소 트웨어 개발은 단계( 는 로세스)들의 연속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결 이 삽입되거나 발견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 트웨어 개발의 각 단계에서 삽입되고 

발견되는 결 이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지를 나타내는 결  

로 일 (defect profile)은 품질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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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리하는데 요한 향을 미친다[5]. 그러나 소 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삽입된 결 들이 모두 발견될 때까지는 각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결 이 삽입되었는지 정확히 악할 

수가 없으며 삽입된 결  수에 한 한 확신은 단지 시

스템이 납품된 이후에만 가능하다[6]. 따라서 결  수 로

일에 기반하여 품질을 계획하고 리하는 부분의 방법

들은 발견되는 결  수에 을 맞추고 있다[5].

발견되는 결 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에 한 결  로

일 련연구는 경험 모델 (empirical model)과 분석 모델 

(analytical model)이 있다[5]. 분석모델은 시간 기반 

(time-based)과 단계 기반 (phase-based) 모델로 구분된다. 

시간 기반 모델은 발견되는 결 을 달력시간의 함수로 표

하는 방법으로 Stark[7]과 Putnam과 Myers[8] 모델이 있으

며 모두 Rayleigh 분포를 따르는 모델이다. 단계 기반 모델

은 소 트웨어의 개발단계 인덱스 값에 한 함수로 표 하

는 방법으로 Gaffney 모델[9]이 있다. Gaffney 모델[9]은 소

트웨어 개발 각 단계에서 투입되는 인력의 로 일에 비

례하는 Rayleigh 분포 모델을 제안하 다. 이 모델은 특히 

시간에 따른 결  로 일을 제시하는 시간-기반을 채택하

지 않고 소 트웨어의 개발 단계에 한 인덱스 값에 기반

한 단계-기반 모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모

델을 용하 을 경우 실제 소 트웨어 개발 각 단계에서 

발견되는 결  수 ( 는 결 율)를 히 표 하지 못하는 

단 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발견되는 결  수 ( 는 결 율)의 분포를 추

정하기 한 기존의 Gaffney 모델[9]의 문제 을 보완한 수

정된 Gaffney 모델 (Modified Gaffney Model)과 더불어 성

장곡선 모델도 제안한다. 2장에서는 결  로 일을 표

하는 모델의 문제 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수정된 Gaffney 

모델과 성장곡선 모델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제안된 모델을 

실제 수집된 다양한 형태의 결  로 일에 용하여 모델

의 합성을 검증한다.

2. 결  로 일 련연구와 문제

결  로 일은 경험 모델과 분석 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 

한 개발조직이 계획한 로젝트의 결  로 일을 생명주기

의 각 단계에서의 발생하는 결  삽입율과 검출율에 한 실

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합시키는 방법이 경험모델이다. 

경험 모델은 다음 가정에 기반하여 모델을 개발한다[5].

[가정 1] 소 트웨어 규모는 쉽게 정량화 할 수 있으

며, 규모는 결  수와 하게 련이 있다.

[가정 2] 소 트웨어 로세스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한 결  삽입율과 검출율은 비교  일정하게 

유지된다.

[경험모델]

[1] 수집된 결  데이터로부터 로젝트의 규모를 악

한다.

[2] 각 단계에서 발견된 결  수의 기 로 일은 

Rayleigh 분포형태를 따른다.

[3] 기존에 개발된 로젝트와 새로 개발될 로젝트에 

한 규모 차이를 계산하여 비율에 따라 기 결  

로 일을 결정한다.

[4] 계획된 로젝트의 특성을 반 하기 해 결정된 

기 결  로 일은 다시 조 된다.

반면에 분석모델은 결  로 일을 분석 으로 생성하는 

방법으로 다음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정 1] 발견되는 결  수는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에 

략 으로 비례하는 Rayleigh 분포를 따른

다. 즉, 보다 많은 노력이 투입되면 보다 많은 

실수 (착오)가 유발되어 결 들이 삽입된다.

[가정 2] 투입되는 인력 로 일은 단일한 형태를 가

진다.

[가정 3] 소 트웨어 개발 단계들은 유사한 기간이 소

요된다.

시간에 기반하여 발견되는 결 의 분포를 표 하는 모델

로는 Stark[7]과 Putnam과 Myers[8]이 있다. Stark[7]은 임

의의 시간(월)에 발견된 결  수 Dm는 식 (1)의 Rayleigh 

분포를 따른다고 제안하 다.













 

(1)

여기서 는 상되는 총 결  수이며, 는 상세설계 검

토 종료 시 이다. Putnam과 Myers[8]는 매월 발견되는 결

 수는 식 (2)의 Rayleigh 분포를 따른다고 제안하 으며, 

t d는 개발 종료 시 이다.














 

(2)

지 까지의 모델들은 모두 시간 (월)에 기반하여 발견되

는 결  수를 표 하는 모델인데 반해 소 트웨어 개발단계

의 인덱스 값에 기반한 Gaffney[9] 모델이 있다. Gaffney[9] 

모델은 시간 t까지 발견된 총 결  수는 식 (3)의 Rayleigh 

분포로 표 된다.

 
  (3)

여기서 는 소 트웨어 라이 사이클 동안 각 개발단계

에서 삽입된 총 결  수, 는 모델을 로젝트 단계들에 

용하기 해 각 단계를 순서 로 숫자로 표 한 값으로 단

계 인덱스 값이라고도 한다. 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

, 단 시험, 통합시험과 수락시험의 6 단계를 수행하는 

로젝트의 경우, ≦≦이 된다. 한 는 결 이 가장 많

이 발견된 단계의 인덱스 값으로 만약 3번째 단계에서 발견

된 결 이 가장 많을 경우  이 된다. 이 모델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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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 트웨어 인력 분포(그림 1) 단계별 발견된 결  수

<표 1> Gaffney 모델[9]을 이용한 결  로 일 추정 성능

단계
단계

인덱스 값

발견된

결  수
졀  수

(

)

Gaffney 모델

추정 

결  수 (

)

MMRE

요구사항분석 1   0    0 1093 -

설계 2 250  250 1150 359.99%

코딩 3 450  700 1150  64.29%

개발자시험 4 225  925 1150  24.32%

시스템시험 5 169 1024 1150   5.12%

운 6  56 1150 1150   0.00%

평균  90.75%

기반을 두지 않고 단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단계기반 결  

로 일 (phase-based defect profile)이라고 한다.

시간 까지 발견된 총 결  수로부터 라이 사이클의 

특정한 하나의 단계에서 발견된 결  수는 


   


 로 구할 수 있다. 식 (1)의 Gaffney 모델[9]을 (그림 

1)의 데이터에 용하여 보자.

이 데이터는 Card[5]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로 총 삽입된 결  

수는 1150개이며, 는 요구사항 분석부터 운 까지 ≦≦의 

범 를 가지고 있다. 3번째로 수행된 코딩 단계에서 가장 많

은 결 이 발견되었으므로 는 3이 된다. 이들 모수 값을 

용하면 Gaffney 모델[9]로 추정된  결  수는 



   ⋯가 되며, 와 모델의 성능을 단하기 

한 평균 상 오차 (MMRE, mean magnitude of relative 

error)[10,11]는 <표 1>과 같이 구해진다. 여기서, MMRE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상 오차 (RE, relative error) = (추정

치 - 실측치)/실측치, MRE (magnitude of RE) =∣RE∣, 

MMRE (mean MRE) = 
 



 . MMRE가 작은 값이

면 평균 으로 좋은 모델임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Gaffney 모델[9]로 추정된  

결  수 는 실제 값인 를 거의 표 하지 못하는 단 을 

갖고 있다.

3. 단계기반 결  로 일 안 모델

3.1 수정된 (Modified) Gaffney 모델

각 개발 단계에서 발견되는 결  로 일은 개발에 투입

되는 인력 로 일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Rayleigh 분포

를 따르는 Gaffney 모델[9]이 제안되었다. Gaffney 모델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개발인력 분포를 표 하는 표

인 Putnam[12]의 SLIM (software life-cycle model) 모델을 

살펴보자.

Putnam[12]은 형 인 소 트웨어 생명주기 체(설계

단계부터 유지보수단계까지) 소요되는 총 인력과 각 단계에 

투입되는 인력도 (그림 2)와 같이 Rayleigh 분포를 따름을 

찰하 다. 임의의 시간   시 까지 로젝트에 투입된 

 인력 를 식 (4)로, 임의의 시간   시 에서 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 는 식 (5)으로 표 된다.


   MY (4)

 
   MY/YR (5)

여기서 는 Rayleigh 곡선 아래에 있는 역으로 년 인원

으로 표시되며, 소 트웨어 생명주기 반에 걸쳐 투입된 총 

인력이다.  
이며, 는 이 최 가 되는 시 으로 경

험 으로 볼 때, 개발이 종료되고 납품이 되는 시 이 된다.

식 (3)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표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

한 방법은 Putnam[12]이 제안한 인력 로 일인 식 (4)의 

모수 의 값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에서 는 식 

(3)의 값과 동일하다. 의 값을 로 치환하여 를 라 하

면,  이 된다. 이 값을 식 (3)의 Gaffney 모델[9]에 

용하면 식 (6)를 얻을 수 있다. 이 모델을 수정된 Gaffney 

모델 (modified Gaffney model) 이라 부르자.

 
  






(6)

(그림 1)의 데이터에 해 식 (6)으로 추정된  결  

수 





⋅




가 된다. 이와 같은 값을 용하여 

수정된 Gaffney 모델의  결  수 추정과 MMRE를 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다. Gaffney와 수정된 Gaffney 모

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표 1>과 <표 2> 데이터의 

 결  수 추정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 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된 Gaffney 모델은 실제 

데이터를 Gaffney 모델[9]보다 잘 표 함을 알 수 있다. 

한, <표 2>의 Gaffney 모델 성능과 비교시 MMRE를 약 

64%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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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결  수 비교

<표 2> Modified Gaffney 모델을 용한 결  로 일 추정 성능

단계

단계

인덱스

값

발견된

결  수
졀  수

(

)

Modified Gaffney 

모델 용 추정 

결  수 (

)

MMRE

요구사항분석 1   0    0  143 -

설계 2 250  250  478 91.23%

코딩 3 450  700  821 17.22%

개발자시험 4 225  925 1051 13.57%

시스템시험 5 169 1024 1162  6.18%

운 6  56 1150 1202  4.48%

평균 26.54%

(그림 4) 가능한 개발인력 로 일 유형

<표 3> 소 트웨어 개발 단계별 소요 기간 

구분
요구사항 

분석

개략

설계

상세

설계
구 시스템시험

수락

시험

노력 6% 8% 16% 40% 20% 10%

기간 12% 8% 15% 30% 20% 15%

3.2 성장곡선 모델

결  로 일에 한 분석 모델이 근거로 하는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갖고 있다.

[문제  1] 개발인력 로 일이 Rayleigh 분포를 따른

다는 가정에 비례하여 발견되는 결  로 일도 Rayleigh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해, 개발 각 단계에서 투입되

는 인력이 증가할수록 결 이 삽입될 확률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 인 특성인 실수로 인해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러나 결  로 일은 삽입되는 결 이 아닌 발견되는 

결 에 한 사항으로 결 을 찾는데 투입되는 총 인력의 

양을 해당 단계의 결 당 투입 인력의 양으로 나 어 계

산할 수 있다.

[문제  2]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 로 일은 단일한 형

태를 갖는다는 가정 2에 해, 이상운[13]은 개발에 투입

되는 인력 분포는 (그림 4)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따를 

수 있음을 제안하 다.

[문제  3] 소 트웨어 개발 라이 사이클의 단계들은 

유사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가정 3에 해, 소 트웨어 개

발 단계들 각각에 투입되는 기간은 <표 3>에서 알 수 있

듯이 유사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다[14].

이와 같은 문제 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하여 모델을 제안한다.

[가정 1] 각 단계에서 발견되는 결  수는 각 단계에 결

을 발견 하는데 투입되는 노력 (시간)을 결  

1개당 발견에 투입되는 노력의 양으로 나  값

으로 결정된다.

[가정 2] 소 트웨어 결 을 찾아내는데 소요되는 인력 

로 일은 로젝트마다 다양한 형태를 따를 

수 있다.

[가정 3] 소 트웨어 개발 단계들 각각은 유사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택되는 단계들은 순

서 으로 인덱스 값으로 치환된다.

 가정에 근거하여 다양한 결  발견 로 일에 합한 

모델을 제시하기 해서는 발견되는 결  로 일이 개발

에 투입되는 인력 분포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은 상

태에서 단지 단계별로 발견된 결  로 일 데이터만을 분

석하여 공통 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데이

터를 분석하여 보자. (그림 5)는 다양한 결  로 일에 

한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결  수나 결 율에 해 (그림 5)의 5개 데이터 모

두 개략 으로 S자 형태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

자 형태를 취하는 통계  모델을 용시키면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결  로 일을 보다 히 표 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S자 형태의 곡선을 표 하는 표 인 

성장곡선 (growth curve) 에서 식 (7)의 Gompertz 곡선

[19]을 용한다. 그러나 다른 성장곡선을 용시킬 수도 있

을 것이다.

 
 

(7)

여기서 는 의 상한 근선으로 소 트웨어에 삽입된 

총 결 의 수 는 결  발견율의 합계, 는 단계 인덱스 

값, 는 S자 곡선의 치를 결정하는 하한 근선, 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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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ta 1: 결 율 로 일[15] (b) Data 2: 결  수 로 일[5]

(c) Data 3: 결  수 로 일[16] (d) Data 4: 결 율 로 일[17]

(e) Data 5: 결  수 로 일[18]

(그림 5) 개발 단계별 결  로 일

의 모양을 결정하는 값이 된다. 제안된 모델은 식 (8)과 같

이 두 번의 자연로그 변수변환을 거치면 선형방정식이 얻어

지며 이로부터 상용 소 트웨어 도구를 이용하여 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하면 모수들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8)

4. 모델 평가

(그림 5)의 5개 데이터에 해 Gaffney 모델, 수정된 

Gaffney 모델과 Gompertz 곡선 모델을 용하여 성능을 평

가해 본다. 수정된 Gaffney 모델의 모수 는 최소 자승법으

로 구하 다. Gompertz 곡선 모델의 모수 는  





와   사이의 상 계수가 최 가 되는 방법을 용하 다. 

이 방법이 식 (6)을 이용하는 가장 합리 인 추정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값을 식 (6)에 입하여 Gompertz 곡선 모델의 

모수 와   값을 얻을 수 있다. 로 Data 1에 한 식 (8)

의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따라서 모수 b=-0.5956, 모수 a는  로 부

터    을 얻을 수 있다. 5개 데이터에 

한 모수 추정 결과는 <표 4>와 같이 얻었다. 이와 같이 추

정된 모수들을 각 모델에 용한 결과 얻은 모델들은 <표 

5>와 같다. <표 5> 모델들을 실측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7)에, 모델의 성능은 <표 6>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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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수 추정 결과 얻은 모델

구분
모델

Gaffney 모델 수정된 Gaffney 모델 성장곡선 모델

Data 1  




  




 




Data 2  




  




 




Data 3  




  




 




Data 4  




  




 




Data 5  




  




 




(그림 6) 선형회귀분석 (Data 1)

<표 4> Gompertz 곡선 모델의 모수 추정

구분  선형회귀분석 식  

Data 1  61.5    




     4.2991 -0.5956

Data 2 1,192    


 
     3.8336 -0.9373

Data 3 1,200    


 
     3.8236 -0.8438

Data 4   32    




     9.0115 -0.5391

Data 5 110    


 
     9.2831 -0.5078

(a) Data 1

(b) Data 2 (c) Data 3

(d) Data 4 (e) Data 5

(그림 7) 실측 값과 추정 값 비교

결론 으로 Gaffney 모델에 비해 수정된 Gaffney 모델이, 

수정된 Gaffney 모델에 비해 Gompertz 곡선 모델이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존에 획득한 결  로

일 데이터들이 충분히 많을 경우, 이 데이터들로부터 모수 

추정을 통해 Gompertz 곡선 모델을 용할 수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획득된 데이터가 을 경우에는 수정된 Gaffney 

모델을 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림 

5)의 5개 데이터를 살펴보면 결 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

계는 부분이 코딩단계이므로 모수 의 값을 추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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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델 성능

구분
MMRE

Gaffney 모델 수정된 Gaffney 모델 성장곡선 모델

Data 1  152.49%  13.65%  2.41%

Data 2   78.28%  18.17%  2.90%

Data 3  166.02%  29.59% 22.52%

Data 4  250.12%  26.60% 25.40%

Data 5 1,475.45%  61.53% 37.28%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소 트웨어 개발의 각 단계에서 발견되는 결  로 일

은 품질 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획하고 리하는데 요

한 향을 미친다. 이에 한 표 인 분석 모델로 단계-

기반의 Gaffney 모델[9]이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을 실제 데

이터에 용하 을 경우 개발의 각 단계에서 발견되는 결

을 히 표 하지 못하는 단 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먼 , Gaffney 모델의 단 을 보완하기 해 결

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에 한 인덱스 값에 한 모수

를 Putnam[12]이 소 트웨어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 로 일 

유도 과정에서 제시한 모수의 값으로 치환하여 수정된 Gaffney 

모델을 제시하 다. 한, 결  로 일의  곡선이 S자 

형태를 따른다는 에 착안하여 성장곡선 모델을 제시하 다. 

실제 발견된 다양한 결  로 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된 

모델의 합성을 검증하 다. 실험 결과 Gaffney 모델[9]에 비

해 수정된 Gaffney 모델이, 수정된 Gaffney 모델에 비해 성장

곡선 모델이 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수정된 Gaffney 모델과 성장곡선 모

델을 성장곡선 모델을 선택하는 기 은 기존에 결  로

일 이력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즉, 결  로 일 이력 데이터가 을 경우에는 

수정된 Gaffney 모델을,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있을 경우에

는 성장곡선 모델을 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본 논문은 소 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순차 인 개발 방법

인 형 인 폭포수 로세스를 따를 경우에 해서만 연구

되었다. 최근 들어 반복 로세스가 보다 많이 용되고 있

으며, 이 로세스는 소 트웨어를 반복 이고 진 인 형

태로 반복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반복에서는 폭포수 로세

스의 모든 단계가 동시에 수행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개발 방법론을 용하 을 경우 각 반복에서 발견되

는 결  로 일은 Rayleigh 분포와 다른 형태를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이 분야에 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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