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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대규모자료의 적용 때문에 소프트웨어 신뢰도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장시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신뢰성장모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검사시간은 미리 정해진 절단 고정 시간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강도함수, 평균값 함수 및 신뢰도와 모수추정에 대하여 나열하고 파레토 분

포를 수명분포로 적용한 비동질적인 포아송 과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수치적인 예에서는 고장 간격 시간 자료를

적용하고 모수추정 방법은 최우 추정 법을 이용하고 추세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효율성을 입증한 후 평균자승오차와

 (결정계수)를 이용하고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에 의존한 효율적인 모형을 선택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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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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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large scale application of software systems, software reliab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ftware

developments. In this paper, a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 (SRGM) is proposed for testing time. The testing

time on the right is truncated in this model. The intensity function, mean-value function, reliability of the software,

estimation of parameters and the special applications of Pareto NHPP model are discussed.

This paper, a numerical example of applying using time between failures and parameter estimation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after the efficiency of the data through trend analysis model selection,

depended on difference between predictions and actual values, were efficient using the mean square err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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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프트웨어 고장으로 인한 컴퓨터 시스템의 고장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손실을 유발 할 수 도 있다. 따라

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신뢰성은 중

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용자의 요구조건과 테스

팅 비용을 만족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 테스팅(디버

깅)면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신

뢰성의 변동과 테스팅 비용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효

율적이다. 따라서 신뢰도 모형에 의해 소프트웨어 고

장 수, 소프트웨어 고장발생간격시간, 소프트웨어 신뢰

도 및 고장률 등의 신뢰성 평가측도들이 추정되어 미

래의 고장시간을 예측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고장시간은 수명자료가 된다. 따라서 비

음(Non-negative)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는 주로 지수분포, 와이블분포, 감마분포 등 일반화 감

마 분포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1, 2]. 이 중에서 비동질

적 포아송 과정(NHPP)에 의존한 모형은 에러 탐색 과

정측면에서는 우수한 모형이고 이모형은 결함이 발생

하면 즉시 제거되고 디버깅 과정에서 새로운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Huang[3]은 일반화 로지스틱 테스팅

노력함수(Generalized logistic testing-effort function)

와 변환점 모수(Change-point parameter)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신뢰성 예측되는 기술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S-형태 모형은

소프트웨어 관리자들이 소프트웨어 및 검사 도구에 익

숙해지는 학습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4].

다른 측면으로 이러한 NHPP모형들은 고장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소비과정(Time consuming

process[5, 6])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소비과정에 의존한 무한고장

을 가진 소프트웨어 신뢰 성장모형(SRGM,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에 대하여 수명분포로는 다

소 극단적인 값들이 발생할 확률을 무시할 수 없는

파레토(Pareto distribution)[7] 분포를 사용한 NHPP에

대하여 비교 제시 하였다.

2. 관련 연구

2.1 무한 고장 NHPP와 기록값 통계량

NHPP 모형에서 평균값 함수   (Mean value f

unction)와 강도 함수(Intensity function) 는 다음

과 같은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1, 2].

  




 ,
 

  (1)

따라서 는 모수  을 가진 포아송 확률 밀

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로 알려져

있다. 즉,

   

 ⋅
   ∞

(2)

이처럼 시간 관련 모형(Time domain models) 들

은 NHPP에 의해서 확률 고장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

하다. 이러한 모형들은 고장 강도 함수 가 다르게

표현됨으로서 평균값 함수  도 역시 다르게 나타

나고 이러한 NHPP 모형들은 유한 고장 모형과 무한

고장 범주로 분류한다[7]. 유한 고장 NHPP 모형들은

충분한 테스트 시간이 주어지면 결함들(Faults)의 기

대값이 유한 값 lim
→∞

   ∞ 을 가지고 반면에

무한 고장 NHPP 모형들은 무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

된다[8].

무한 고장 NHPP 모형의 평균값 함수와 고장 강

도 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ln  (3)

  ′       (4)

단, 는 누적 분포함수이고 는 확률밀도함

수, 그리고 는 위험함수를 의미한다.

시간   까지 조사하기 위한 시간 절단(Time tr

uncated) 모형은 번째 까지 고장 시점 자료를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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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고 을 모수공간이라고 하면 무한고장의

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8].

   
  

  



  
    

 
  



    
 





  

(6)

2.2 기존모형인 절단된 로그 포아송 실행 시간
SRGM

로그 포아송 실행시간(Log Poission execution tim

e)모형[9, 10]은 1984년에 Musa와 Okumoto에 의해서

소개된 무한 고장 소프트웨어 모형으로 평균값함수와

강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   (7)

  


,   (8)

단, 는 고정시간(Fixed time)이고  는 소프

트웨어 내의 초기고장 강도, 는 초기고장 강도

감소 모수를 의미한다.

한편, (7)식과(8)식을 이용하면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 할 수 있다.

 

   

  



   

 ⋅ 

    

(9)

단,

      ⋯   .

모수 최우 추정 법(MLE)을 이용하기 위한 로그 우

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ln 

 

  ln  ln
  



  

 

(11)

(11)식을 이용하여 최우추정치   와
 은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9]

   


   (12)

  
 (13)

단,  ⋅
 는 (14)식의 근이 된다.

즉, 이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치 해석적 방법

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ln   

 







  



 

   ln 
   

(14)

NHPP 모형에서 테스트 시점 (마지막 고장시점)

에서 소프트웨어 고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가정 하에

서 신뢰구간     (단, 는 임무시간(Mission

time))동안 소프트웨어의 고장이 일어나지 않을 확

률인 신뢰도  ∣ 는 다음과 같이 됨이 알려져
있다[7, 11].

 ∣   exp 
 


 exp   

(15)

따라서 로그 포아송 실행시간모형에 대한 신뢰도

는 평균값함수 (15)식과   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1, 7].

   

exp   

ln ln  

(16)

2.3 관측 자료에 대한 모형비교

최근에 모형에 대한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한 기준

으로서 MSE(평균자승오차)와 (결정계수)를 사용

한다[4].

2.3.1 평균자승오차(Mean square error)

평균자승오차는 실제 관찰 값과 예측 값에 대한 차

이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2 정보․보안 논문지 제12권 제1호(2012. 03)




  



  


(17)

단,  은 시간  까지 나타난 에러들의 누적

함수를 의미하고  는 시점까지 평균값 함수로

부터 추정된 에러의 누적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은 관찰 값의 수이고 는 모수의 수를 의미한다.

2.3.2 

(결정계수)는 관찰 값의 차이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8)

3. 제안한 절단된 파레토 실행 시간

SRGM

다소 극단적인 값들이 발생할 확률을 무시할 수 없

는 파레토 분포  일 경우 확률 밀도 함

수와 분포 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7].

Pr        
  

     (19)

Pr         
   (20)

(19)식과 (20)식을 이용하면 강도함수 와 평균

값함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1)

      


,   (22)

단, 는 형상모수(Shape parameter)이고

는 척도 모수(Scale parameter), 는 고정시간

(Fixed time)을 의미한다.

(6)식과 관련하면 무한 NHPP 고장 우도 함수는 다

음과 같다[11].

   

   

  





    
   (23)

최우추정법(MLE)을 이용하기 위한  모

형 로그 우도 함수는 (23)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ln       
 ln 

  

 ln   ln  ln 
(24)

(24)식에서 와  에 대하여 편미분 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와 을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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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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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따라서 파레토 실행시간모형에 대한 신뢰도는 평

균값함수 (15)식과   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5,6].

    exp `  (27)

단,  ln 


 ln 


4. 소프트웨어 고장 자료 분석

이 장에서 소프트웨어 고장 간격 시간 자료[12]

(Failure interval time data)를 가지고 제시하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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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장 자료

Failure Number Failure Interval (second) Failure 
Time(secon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479

0.266

0.277

0.554

1.034

0.949

0.693

0.597

0.117

0.170

0.117

1.274

0.469

1.174

0.693

1.908

0.135

0.277

0.596

0.757

0.437

2.230

0.437

0.340

0.405

0.575

0.277

0.363

0.522

0.613

0.479

0.745

1.022

1.576

2.610

3.559

4.252

4.849

4.966

5.136

5.253

6.527

6.996

8.170

8.863

10.771

10.906

11.183

11.779

12.536

12.973

15.203

15.640

15.980

16.385

16.960

17.237

17.600

18.122

18.735

(그림 1) 라플라스 추세 검정

모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자료의 고장 시간은 1

8.735 시간단위에 30번의 고장이 발생된 자료이며

<표 1>에 나열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장수가 1

5, 20과 30인 고정시간에 대한 위험함수와 평균값 함

수 그리고 신뢰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하는 신뢰 모형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

선 자료에 대한 추세 검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13].

추세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라플라스 추세 검정(Lapla

ce trend test)을 사용한다. 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그림 1)에서 라플라스 추세 검정의 결과는 라플라스

요인(Factor)이 -2와 2사이에 존재함으로서 신뢰성장

(Reliability growth)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 성장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시사하고 있다[13]. <표 2> 절단고정시간에 의존한 각 모형의 모수 추정값

Failure number 
(Fixed time   )

MLE
LPET PTET

15 ( ×  )
  ,
  

  ,
  

20 ( ×  )
  ,
  

  ,
  

30 ( ×  )
  ,
  

  ,
  

단, LPET: log Poisson execution time model
PTET: Pareto execution time model

모수 추정에 대해서는 근에 대한 수렴을 보다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표 1>의 자료를 만큼 변수변

환 하여 최우 추정법을 이용하고 비선형 방정식의 계

산방법은 수치 해석적 기본 방법인 이분법(Bisec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초기 값을 0.01

과 20을, 허용 한계(Tolerance for width of interval)

는   을 주고 수렴성을 확인 하면서 충분한 반복

횟수인 100번을 C-언어를 이용하여 모수 추정을 수행

하였다.

<표 3> 절단고정시간에의존한각모형의 와  값

Failure number 
(Fixed time   )

 

LPET PTET LPET PTET
15 ( ×  )    

20 ( ×  )    

30 ( ×  )    

그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었다. 그리고 <표 3>

에는 모형에 대한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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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균제곱오차)와 (결정계수)도 요약되었

다. 

(그림 2) 고장수가 15인 경우의 평균값 함수

이 표에서 고장수가 15, 20인 경우는 는 LPET

(로그 포아송 실행 시간 모형)보다 PTET(파레토 실

행 시간모형)이 작고 의 값은 크기 때문에 보다 효

율적인 모형이고 고장수가 30인 경우에는 LPET 모형

이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표 본인 경우에는

PTET이 효율적인 모형이고 대표본인 경우에는 LPE

T이 효율적인 모형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림 3) 고장수가 30인 경우의 평균값 함수

(그림 2) 와 (그림 3) 에서는 고장수가 15(소 표

본)와 고장수가 30인(대 표본) 경우의 평균값 함수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소 표본인 경우에는

PTET가 초반부에는 높으나 후반부에는 LPET가 높

아 감을 알 수 있다. 대표본인 경우에는 고장시간에

대한 평균값은 항상 높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림 4)와 (그림 5)에서는 모두 비 증가 패

턴을 가진 위험함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PTET가 소

표본인 경우나 대 표본인 경우에 높게 나타나고 있

다.

(그림 4) 고장수가 15인 경우의 위험함수

(그림 5) 고장수가 30인 경우의 위험함수

(그림 6) 에서는 고장 수가 15인 경우의 임무시간

(Mission time)에 의존한 신뢰도( ∣  
을 그려본 결과 모두 단조 감소형태를 나타나고 근

소한 차이지만 PTET가 초반부에는 높으나 후반부에

는 LPET가 높은 신뢰도를 있고 (그림 7) 에서는 고

장수가 30인 경우의 임무시간(mission time)에 의존

한 신뢰도( ∣  에서는 단조 감소형태

를 나타내고 있고 초반부에서는 LPET가 후반부는

PTET가 신뢰도가 높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적합 시킨 자료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적합 시키면 결과는 모수 추정 값은 달

라질 수 있지만 소 표본 인 경우에는 PTET가 대체

적으로 효율적인 모형임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이 분

야에서 효율적 모형으로 선택 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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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장수가 15인 경우의 신뢰도

(그 림 7) 고장수가 30인 경우의 신뢰도

5. 결 론

대용량 소프트웨어가 수정과 변경하는 과정에서 결

점의 발생을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다. 따

라서 소프트웨어 관리자들이 소프트웨어 및 검사 도

구에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고장 시간 특성

에 관한 NHPP 소프트웨어 모형에 대하여 연구 하였

다.

따라서 적합 시킨 자료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적합 시키면 모수 추정 값의 결과는 달

라질 수 있지만 소 표본 인 경우에는 기존모형의 대

안으로서 파레토 실행시간 모형이 대체적으로 효율적

인 모형임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이 분야에서 효율적

모형으로 선택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장관측 시간이 길지 않은 작업환경

인 경우에는 파레토 실행시간 모형으로 긴 경우에는

로그 포아송 실행시간모형을 적용하면 바람직한 작업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왜도와 첨도 측면에서 효율적인

카파분포, 지수화지수분포 등 업데이트된 분포에 대한

적용 문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되고 이 연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수

명분포에 의존한 고장시간 특성을 파악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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