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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여 테스팅을 거친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방출문제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인도시기에 관한 모형은 무한 고장수에 의존하는 비동질적인 포아송 과

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포아송 과정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제거하거나 수정 작업 중에도 새로운 결함

이 발생될 가능성을 반영하는 모형이다. 강도함수는 중첩 패턴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요구 신

뢰도를 만족시키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총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방출시간이 최적 소프트웨어 방출 정

책이 된다.

1. 서론

소프트웨어 신뢰성에 관한 연구 활동은 지난 30년 전부

터 행해져 오고 있고 많은 신뢰도 성장 모형들이 소프트

웨어에 남아 있는 고장들의 수와 소프트웨어 신뢰도의 추

정에 관한 문제들을 제안해 왔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은 설계단계, 디자인, 코딩 그리고 테스팅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소프트웨어 제품을 방출

하게 되는데 방출이후에 발견되지 않은 고장들이 나타난

다면 이것들에 대한 보전 비용(Maintenance cost)은 크게

증가 할 것이다. 결국,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험을 끝내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시기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

이 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방출시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

분 유한 고장 NHPP(Non-Homogeneous Poisson Process)모

형을 사용하였다[1, 2]. 이러한 유한(Finite)고장 NHPP모형은

소프트웨어가 유한개의 고장이 있고 고장 제거 단계에서

는 새로운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다.

그러나 실제 고장 제거 단계에서도 새로운 고장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한(Infinite) 고장

NHPP 모형을 이용하여 최적 방출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

안하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는 Musa-Okumoto의 대수 포

아송 실행시간 모형[3]과 로그-파우어 모형[4]을 이용한

방출 문제에 대한 문제 들이 이미 연구되었고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는 Yang 과 Xie(2000) 와

Huang(2005)에 의해 보증기간 할인율 및 보증기간 이후

의 사후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다[5, 6]. 본 연구에

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제거하거나 수정 작업 중

에도 새로운 결함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무한고장

수를 가진 여러 분포들을 적합시키는데 효율적인 특성

을 가진 중첩 강도함수를 이용한 최적 방출시기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2. 제안된 중첩 NHPP모형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하나의 강도함수에

만 고장이 일어나지 않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중첩

되어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강도함수와 평

균값 함수를 알고 있다면 모형화가 가능하다[1].

  ≥ 을 시점 까지 탐지된 소프트웨어 누

적고장수를 나타내는 계수과정(Counting process)이

라고 하고  을 고장발생시간 간격이고 는 번째

까지 발견된 고장시점이라고 하면  
  



으로 표

현 가능하고 데이터 집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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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시점    사이에서 강도함수  을 따르

는  번째 요소로부터 결함이 발생되는 NHPP라고

표현하면 
  



  (즉,  번째 요소에 의해 발

생된 고장의 수     ⋯은 서로 독립이라

고 가정)이면   의 구간에서 발생된 고장수는 다

음과 같은 강도함수와 평균값함수를 따르는 중첩

NHPP가 된다[7].

  ⋯ , (2)

   ⋯ . (3)

따라서  ⋯을 소프트웨어 고장발생시점을 순

서대로 나타내는 순서통계량 확률변수라고 가정하면

(3)식에 의존한  ⋯의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0].

  
  



 ⋅
     (4)

위 식에서  번째 요소로부터 고장이 발생되는 중첩

NHPP에 대한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9].

  









  





⋅exp
  





(5)

본 논문에서는    인 경우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ex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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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   exp 

 


 exp  

(11)

따라서 콤페르쯔 분포 모형의 평균값 함수식을 이용하면

신뢰도는 (11)식에서   라고 치환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p

 

   



 (12)

따라서 소프트웨어 방출시간 이 신뢰도


 ∣ 을 확보해야 한다면 다음 방정식을 만족해

야 한다.

ln  
     (13)

단, 신뢰도 
 ∣  .

한편, 소프트웨어 방출시간을 로 표현하고 와

∞을 각 각  와  ∞의 기간에 발견된 기대 고

장수라고 표현하고  을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life cycle) 동안에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이라고 하

면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1].

    ∞ (14)

위 식에서 는 테스팅 동안에 하나의 고장을 수리

하는 비용이고 가동 중에 하나의 고장을 수리하

는 비용(   ), 그리고 는 단위 시간당 테스팅

비용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총비용의 최소화는

무한고장 평균값 함수를 가진 NHPP 모형에 대하여

발생 할 수 있다. 무한 수명에 대한 비용함수  

식인 (24)식에서 ∞은 직접 추정 할 수 없기 때문

에 이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수명시간

인  을 지정하여 분석한다[11]. 이러한 는 소

프트웨어마다 서로 다른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유한

고장 NHPP 모형이라고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비용함수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모든 수

명에서 총비용을 최소화함으로서 최적 테스팅 시간

을 결정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면 비

용함수  는 유일한 최소값을 가진다[12].


 

 , 
   

 (15)

결국 콤페르쯔 분포에 의한 최소비용 관련 방출시간은

(27)식을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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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에 관해서 비용함수  을 미분하면 
 

  을

만족하는 최적방출시간 를 계산 할 수 있다.

 

ln   
 

(17)

위 식에서 최적방출시간은 소프트웨어 지정 수명시간인

 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은 무한 고장 평균값 함수를 가진 NHPP모형들이 새로

운 결점들이 발생함으로서 몇 개의 고장이 야기 될 수 있

는 점을 고려한 모형으로 적합 시킬 수 있다[11].

실제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가 부여되고 동시에 시스템

고장과 연계된 기대 총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필요

하다면 충분한 테스팅을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신뢰성

요구를 만족하고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상황이 최적 방

출 시간이다. 따라서 콤페르쯔 모형을 사용한 최적 방출

시간  는 과 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12].

    (18)

단, ln  
   

   (19)

 

ln   
 

(20)

유사한 방법으로 중첩모형의 경우는 과 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될 수 있다.

[표 1] 중첩 모형에 대한 와 
중첩모수   과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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