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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노화에 따른 시스템의 예기치 않은 장애 발생은 재활 기능을 주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이 시스템 재활 기능은 주로 시스템이 가장 한가한 시간에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가용도를 높

일 수 있다. 재활 기법은 크게 시간 기반과 조건 기반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시간 기반 재활은 정해진 시간 간

격마다 수행되고, 조건 기반 재활은 시스템 상태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된다. 조건 기반 방식은 시스템 감시와 

정보의 수집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재활 시점을 추정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시간 기

반 소프트웨어 재활 기법을 분석할 수 있는 확률 모형을 제시한다. 제시한 모형은 재활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해당 확률 모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상 상태에서

의 시스템 가용도와 사용자 인지 가용도 및 이에 따른 비용을 분석한다.

ABSTRACT 

Rejuvenating a system periodically during the most idle time of the system reduces unexpected downtime caused by 
software aging and increases its availability. In general, software rejuvenat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broad 
categories: time-based rejuvenation policy and condition-based rejuvenation policy. In time-based rejuvenation policy the 
software rejuvenation is triggered at scheduled time epochs with fixed time intervals, while in condition-based rejuvenation 
policy the software rejuvenation is performed when system state is checked to satisfy a specific condition. Condition- 
based policy adds extra cost to the system due to system monitoring and aging estimation. This paper presents a 
stochastic model for analyzing time-based software rejuvenation mechanism, where the rejuvenation is triggered at 
scheduled time epochs with fixed time intervals, and provides an analytical solution for the steady-state availability, the 
user-perceived availability, and the corresponding cost.

키워드 : 가용도, 소프트웨어 노화, 시간 기반 재활, 수학적 분석 

Keywords : Availability, Software aging, Time-based rejuvenation, Mathematical analysis 

Received 24 December 2018, Revised 29 December 2018, Accepted 11 January 2019
* Corresponding Author Yutae Lee(E-mail:ylee@deu.ac.kr, Tel:+82-51-890-1682)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19.23.2.201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2: 201~206, Feb. 2019

202

Ⅰ. 서론

소프트웨어 노화는 오류의 축적 또는 자원 고갈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시스템의 성능 저하와 노

화 관련 장애를 일으킨다[1-2]. 최근에 소프트웨어의 규

모가 급격히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노화 현상은 다양

한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1-2].
예방적 장애 관리 기법인 소프트웨어 재활은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성능 저하와 시스템 장애를 줄여준다

[1,3]. 재활은 시스템을 멈추고 적합한 관리 후에 안정 

상태에서 재가동하는 개념으로, 한가한 시간에 주기적

으로 시스템을 재활함으로써 노화에 의한 예기치 못한 

장애를 줄이고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3]. 재활 기법은 

크게 시간 기반과 조건 기반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시간 기반 재활은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수행되

고, 조건 기반 재활은 시스템 상태가 특정 조건을 만족

할 때 수행된다[4]. 조건 기반 방식은 시간 기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재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시스템 감시와 정보의 수집 및 통계적 분석

을 통해 재활 시점을 추정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

용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추정하여 재활을 결정해야만 하는 조건 기반 방

식을 다루지 않고, 시간 기반 재활 방식을 다룬다.
Huang 등은 소프트웨어 재활에 관한 수학적인 모형

을 처음으로 제안하여 소프트웨어 재활이 시스템 장애

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2]. 또한 소

프트웨어 노화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서비스 완료 시간

을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수학적 모형을 통한 재활 분

석 연구는 사용되는 확률 과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논문 [2]는 재활을 마르코프 체인으로 모델링하였

다. 이는 재활 현상을 모델링하는 기본 모형으로 사용되

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마르코프 과정 및 세미-마르

코프 과정을 도입했지만, 마르코프 재생 과정을 이용하

여 일정한 재활 간격을 갖는 시스템을 다룬 연구가 있다

[3,5]. 이 과정에서 Ryu 등은 확률적 페트리 네트를 사용

했고[3], Garg 등은 상미분방정식 계산기인 LSODE 
(Livermore Solver fo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를 사용하여 최적의 소프트웨어 재활 스케줄을 추정하

였다[5]. 마르코프 재생 과정은 마르코프 과정이나 세미

-마르코프 과정을 확장한 개념으로 랜덤한 시간이나 랜

덤하지 않은 시간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실제 시스템의 

동작을 모델링하는데 적합하다. 하지만 이 논문을 포함

하여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실제 동작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
간 기반 재활 방식에서,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가장 한가

한 시간에 재활이 수행되어야 한다. 재활이 수행되는 동

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이 가용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이 한가한 

시간에 재활을 수행함으로써 재활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매일 가장 한가한 시간 (예를 들어 오전 1시)에 

재활이 수행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논문 [5]
에서의 모형은 정해진 시간인 오전 1시에 재활이 수행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해당 논문에

서는 마지막 재활이 끝난 후 또는 시스템이 장애로부터 

복구된 후 24시간이 지나자마자 재활이 수행되는 것으

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재활 시작 시간이 매일 재활 수행 시간만큼 지연되게 된

다. 더구나 시스템이 오전 1시에 장애가 발생해서 오전 

6시에 복구가 되었다면, 복구 다음 날에는 오전 6시에 

재활이 수행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정 시간 간격마다 재활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장애가 발

생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일 오전 1시에 재활을 수행하

는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용도[6], 사용자 인지 가

용도[7] 및 비용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제공한다.

Ⅱ. 모형

재활 기능이 없는 시스템에 대한 모형을 먼저 소개한

다. 그림 1은 재활 기능이 없는 시스템의 상태전이도를 

나타낸다. 시스템 상태를 정상 상태 UP, 노화 상태 FP, 
장애 상태 DN으로 나눈다. 상태 전이 시간은 지수 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상태 UP에서 FP로의 전이율을 

, 상태 UP에서 DN으로의 전이율을 , 상태 FP에서 

DN으로의 전이율을 , 상태 DN에서 UP로의 전이율

을 라 하자. 상태 UP에 있는 시스템은 장애 발생에 의

해 전이율 으로 상태 DN으로 갈 수도 있고, 소프트웨

어 노화에 의해 전이율 로 노화 상태 FP로 갈 수도 있

다. 상태 FP에 있는 시스템은 전이율 로 장애가 발생

해서 상태 DN으로 갈 수 있다. 상태 DN에서 시스템은 

전이율 로 복구되어 상태 UP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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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te transition diagram of a system 
without rejuvenation

를 시각 에서 재활 기능이 없는 시스템의 상태

로 정의한다. 즉, 시각 에서 시스템의 상태가 UP이면 

  이고, 상태가 FP이면   이고, 상태가 

DN이면   이다. 각 상태에 머무는 시간은 지수 

분포를 따른다. 확률 과정 는 연속 시각 마르코

프 연쇄이고 상태 공간은   이며, 무한소 생성자 

행렬(infinitesimal generator matrix) 는

      





  

  
  






(1)

이다. 서로 다른 와 에 대하여 원소 는 상태 에서 

출발해서 상태 에 도달하는 상태 전이율을 나타낸다.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재활을 수행하는 시스템

을 고려한다. 그림 2는 매 시간 간격마다 재활을 수행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만약 재활을 해야 하는 시점에 

시스템의 상태가 상태 UP나 FP라면, 시스템은   시간 

동안 재활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고 재활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스템의 상태가 DN이라면, 재활은 건너뛰게 

된다. 시간 와 는 상수이며  로 가정한다. 재활 

수행 후에 시스템은 다시 상태 UP에서 시작한다.

가용도는 시스템이 정상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을 확

률이다. 하지만, 시스템이 운용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 간격 를 넘지 않을 때, 사용자는 시스템이 계

속하여 운용중인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7].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정상 상태에서의 시스템 가용도 뿐만 아

니라 사용자가 인식하는 시스템 가용도 (user-perceived 
availability)도 다룬다.

비용 분석을 위해서 다음의 비용을 정의한다. 먼저 시

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당 비용을 상

수 로 나타내고, 재활 기능이 수행중일 때 소요되는 

시간당 비용을 상수 로 나타낸다.

Ⅲ. 재활 기능이 없는 시스템의 가용도

확률 과정 가 상태 에 있을 극한 확률을 

  lim
→∞

P  라 하고,     라 하자. 

분포 는 방정식  와   를 만족한다. 간단한 

계산을 통해 구한 극한 확률 분포 는

 


 (2)

 


 (3)

 


 (4)

이다. 재활 기능이 없는 시스템의 정상 상태에서의 가용

도 와 시간당 평균 비용 는 다음과 같다.

  


 (5)

  


 (6)

Fig. 2 Time-based rejuv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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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활 기능이 있는 시스템의 가용도

확률 과정 가 시각 에서 상태 에 있을 확률 

는 Kolmogorov의 forward differential equation 

 ′  를 만족한다. 여기서   이

다. 이 연립 미분방정식의 해는

   
 

∞




  (7)

이다. 식 (7)이 발산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min
  (8)

인 ∆에 대하여 ∆로 정의된 행렬 를 이용하

여 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9)

식 (9)의 빠른 수렴을 위해∆를 가능한 한 큰 값인 

∆min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8].

상태 에서 시작한 확률 과정 가 시각 부터 

시각 까지 기간 중 상태 에 머무는 평균 시간을 

라 하자.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10)

재활 기능이 있는 시스템의 가용도 분석을 위해 마르

코프 연쇄 과정    를 정의한다. 여기서 

은 번째 재활 시점에서의 시스템의 상태이다. 이 마

르코프 연쇄 과정의 1단계 상태 전이 확률을

 P     라 하면,

        (11)

     (12)

이다. 따라서 1단계 상태 전이 행렬 은

  








  

  

  






(13)

이다. 확률 과정    의 정상 상태에서의 

확률 분포를   
 

 
라 하면, 은  와 

  의 음이 아닌 유일해이다:


 

   
 (14)


 

  
 (15)


 

 (16)

시스템의 정상 상태에서의 가용도를 구하기 위해서

는 재활 시점을 재생 시점(regenerative point)으로 하고 

재생 주기(regenerative cycle)가 인 재생 과정

(regenerative process)을 고려해야 한다. 재생 시점에서 

시스템의 상태가 또는 이면, 이어지는 재생 주기는 

재활 기간 로 시작하며 재활 기간이 끝나면 상태 에

서 시스템이 동작한다. 따라서 이 재생 주기 동안 시스

템이 가용하지 않은 기간은 이다. 만약 

재생 시점에서 시스템의 상태가 이면, 이어지는 재생 

주기 동안 시스템이 가용하지 않은 기간은 이

다. 따라서 시스템의 정상 상태에서의 가용도 는

  








 











 


















(17)

이고, 사용자 인지 가용도 는

 



min (18)

이며, 시간당 평균 비용 는 다음과 같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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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치 해석

Table. 1 Parameters used in the model

Parameter Value Comments

 


h

failure rate from UP to DN
   days

 


h

failure rate from FP to DN
   days

 


h

recovery rate from DN to UP
    minutes

 


h

aging rate from UP to FP
  days

 


 





 


h

rejuvenation execution time
       minutes

 h  h
rejuvenation trigger interval
  day ≤≤ days

 


h

critical rejuvenation time
   minute

 
cost per unit time when 

system fails

 
cost per unit time in 
rejuvenation phase

본 절의 수치 해석에 사용되는 값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시스템의 장애와 노화와 관련된 실제 파라미터는 

자료의 특성상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1은 관련 연

구에 많이 인용되는 문헌[9]을 참고하였다.

Fig. 3 Availability vs. rejuvenation trigger interval 

그림 3은 재활 시간 간격 가 일에서 일까지 변

할 때 정상 상태에서의 시스템 가용도와 사용자 인지 가

용도를 나타낸다. 가로 점선은 재활 기능이 없는 시스템

의 가용도를 나타낸다. 가 , , , 분일 때 가 각

각 , , , 일 보다 작거나 같으면, 재활 기능을 필

요이상으로 수행하는 셈이다. 재활 기능 수행을 위해 시

스템을 일시적으로 멈춰야하기 때문에, 빈번한 재활은 

재활 기능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긴 장애 시간과 더 낮

은 가용도를 갖게 된다. 재활 간격 시간이 길어짐에 따

라, 시스템 가용도가 증가하다가 최댓값에 도달하게 된

다. 가용도가 최댓값에 도달하게 하는 재활 간격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가용도는 줄어들게 된다. 사용자 기반 가

용도는 시스템 가용도와 유사한 패턴을 따르나, 시스템 

가용도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재활 수행 시간 가 , , 
, 분일 때, 가용도가 최대가 되는 재활 간격 시간 

는 각각 , , , 일이다.

Fig. 4 Expected cost vs. rejuvenation trigger interval

그림 4는   값에 따른 시스템의 평균 비용을 나타낸

다. 가로로 그어진 점선은 재활 기능이 없는 시스템의 

비용을 나타낸다. 주어진 환경에서 재활 기법을 수행하

는 시스템이 재활을 수행하지 않는 시스템보다 높은 가

용도를 갖게 하는   값은  이상인데, 이 범위에서 가 

커짐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간 기반 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2: 201~206, Feb. 2019

206

템의 분석 모형을 제시했다. 재활 간격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는 기존 모형의 문제점을 마르코프 재생 과

정으로 해결했으며, 가용도와 비용을 좀 더 정확하게 분

석했다. 또한 수치 해석을 통하여 재활 간격 시간과 재

활 수행 시간이 가용도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

었다. 본 논문에서 소프트웨어가 노화나 장애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해석 논문에서와 같이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했으나, 재활 간격 시간을 일

정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재활 간격 시간을 지수분포

가 아닌 상수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마코프 과

정이 아니라 마코프 재생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노화와 

장애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웨이블 분포를 따

르는 모형은 현재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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