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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applied the shape parameters of the exponentialized exponential life distribution

widely used in the field of software reliability, and compared the reliability properties of the software

using the non-homogeneous Poisson process in finite failure. In addition, the average value function is
also a non-decreasing form. In the case of the larger the shape parameter, the smaller the estimated

error in predicting the predicted value in comparison with the true value, so it can be regarded as an

efficient model in terms of relative accuracy. Also, in the larger the shape parameter, the larger the
estimated value of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hich can be regarded as an efficient model in

terms of suitability. So. the larger the shape parameter model can be regarded as an efficient model

in terms of goodness-of-fit. In the form of the reliability function, it gradually appears as a non-increasing
pattern and the higher the shape parameter, the lower it is as the mission time elapses. Through this

study, software operators can use the pattern of mean square error, mean value, and hazard function

as a basic guideline for exploring software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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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산업경영의 중요한 지적요소

중에서 기본요소로 간 주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확성(Correctness)과 신뢰성(Reliability)을 확

보 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

스를제공 할 수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는소프트웨어시스템의정확성과신뢰성을유지하는데

있다. 이러한유지및보수관련엔지니어링연구인소프

트웨어신뢰성장모형(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이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남아 있는 고

장의 수, 고장강도 등의 신뢰성 속성 요인을 이용하여

고장강도 속성 및 평균값 함수를 예측하는 비동질 포아

송 과정(Non-homogeneous Poisson process;

NHPP)을 따르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형이 개발되

었다[Song and Pham, 2017].

소프트웨어신뢰성모형은소프트웨어의신뢰성, 남은

고장 수, 고장강도, 소프트웨어 개발 총비용 등을 예측

및 검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Yamada

와 Osaki는 최우추정 법을 이용하여 평균값 함수의 결

과를예측할수있음을강조하였고평균값함수의신뢰

구간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제시하여 신뢰성 특성을 설

명하였다[Yamada and Osaki1, 1985; Teng and

Pham, 2006]. 이 분야에서 기본모형인 지수분포를

이용하여개발된결함탐색비율은상수(위험함수)인강도

함수로 구성되었다[Goel and Okumoto, 1979]. 그

리고Kim은수명분포가Burr-XII와 Type-2 Gumbel

분포를이용한신뢰특성을연구하기도했다[Kim, 2019].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분야에서 널리 사용

되는 지수화 -지수분포를 따르는 수명분포의 형상모수

를 적용하고 유한고장수를 가진 비동질적인 포아송 과

정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모형 특성을 제시하

였다.

2. 유한고장 NHPP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형

2.1 지수화-지수분포

소프트웨어 신뢰성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형

중에서 와이블 지수화 분포 중에서 특수한 형태가 지

수화-지수분포이고 이 분포의 확률밀도함수와 누적분

포함수는 다음과 같다[Oguntunde et al., 2015].

         (1)

        (2)

위 식에서 는 형상모수이고 는 척도모수이다.

<Figure 1>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attern Case of

  

<Figure 2> Cumulative Density Function Pattern Case of   

척도모수   일 경우 확률밀도함수와 누적분포

함수의 패턴은 각각 <Figure 1>, <Figure 2>와 같다.

2.2 수명분포가 지수화-지수분포를 따르는 NHPP 소
프트웨어 신뢰모형

수명분포가 지수화-지수분포를 따르는 NHPP 소프

트웨어 신뢰모형대한 강도함수와 평균값함수는 식 (1)

과 식 (2)을 사용하면 다음과같다[Teng and Pham,

2006].

                (3)

             (4)

유한고장 NHPP 모형에서 테스팅 시간    동안

발견되는 결함의 기대 값이 이고 는 확률밀도 함

수(PDF)이고 는 누적분포함수(CDF)를 의미한

다. 그리고 식 (3)과 식 (4)를 이용하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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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number

Failure time
(hours)

Failure time×

(hours)

1 30.02 0.3002
2 31.46 0.3146
3 53.93 0.5393
4 55.29 0.5529

5 58.72 0.5872
6 71.92 0.7192
7 77.07 0.7707
8 80.90 0.8090
9 101.90 1.0190
10 114.87 1.1487

11 115.34 1.1534
12 121.57 1.2157
13 124.97 1.2497
14 134.07 1.3407
15 136.25 1.3625
16 151.78 1.5178

17 177.50 1.7750
18 180.29 1.8029
19 182.21 1.8221
20 186.34 1.8634
21 256.81 2.5681
22 273.88 2.7388

23 277.87 2.7787
24 453.93 4.5393
25 535.00 5.3500
26 537.27 5.3727
27 552.90 5.5290
28 673.68 6.7368

29 704.49 7.0449
30 738.68 7.3868

<Table 1> Failure Time Data모수공간이라고표시하면 유한고장 NHPP모형의로그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Kim, 2019; Gokhale and

Trivedi, 19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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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식 (5)에서고장절단모형에서의형상모수 을

고정하고 모수 와 에 관한 편미분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수있다[Kim, 2017; Gokhale and Trived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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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식 (6)과식 (7)을사용한최우추정량 와
은 다음과 같은 조건식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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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명분포가 지수화-지수분포를 따르는 소프트

웨어 고장시간 신뢰도 분석

이장에서소프트웨어고장시간데이터(Failure time

data)[Satya et al., 2011]를 이용하여 신뢰모형들

의 신뢰성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고장시간 자료는 <Table 1>에 요약 되

었고 극단 값이 존재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추세검정을 위하여 박스-플롯(Box-plot)을

이용하였다[Kim, 2017].즉, <Figure 3>의 결과에

서 중앙값 144.015, 제1사분위수는 80.9, 제3사분위

수는 277.87등으로 계산이 되므로 상자그림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따라서 본 자료는 수명자료이기 때문에 하한은 의미

가 없지만 상한은 573.325 이므로 상한을 벗어나는 세

개의 자료(28, 29, 30번째)가 이상 값(극단 값)으로

간주하여모수추정에서제외되었다[Kim, 2017]. 또한,

모수추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원래의 데이터를 수

치변환(Failure time× )하여 모수추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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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추정 법을 적용하고 비선형 방정식의 계산방법은

수치 해석적 방법인 이분법(Bisec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초기 값을 0.01과 3.00을,

허용 한계(Tolerance for width of interval)는

 을선택하고수렴성을확인되는충분한반복횟수인

100번을 언어를 사용하여 모수 추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요약되었다.

<Figure 3> Result of Box-Plot

Model 
Model Comparison

  

  
 
  

28.0709 0.5887

  
 
  

4.7840. 0.9299

  
 
  

3.1607 0.9537

<Table 2> Parameter Estimation,  and  

Note)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ean square error
 : Determination coefficient

그리고 단위시간 당 고장발생률을 의미하는 위험함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Kim, 2019].

  


    (10)

<Table 2>의 모수추정 결과를 이용한 위험함수의

패턴은 <Figure 4>에 요약되었다. 이 그림에서 지수

화-지수분포의 형상모수가  ,  와  인 모형

의 위험함수의 패턴은 비-감소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

히  ,  인 경우는  인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

고 있으며  와  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경

우가 낮게 나타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인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ure 4? Hazard Function of Each Model

<Figure 5> Mean Value Function of Each Model

<Figure 5>에서 평균값 함수 패턴 비교에 있어서

모든 비교 모형은 비-감소형태를 이루지만  , 

인 경우보다  인 분포가 참값과의 비교에 있어서

예측 값 추정오차가 제일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

제 값과 예측 값에 대한 차이에 대한 척도를 의미하는

평균제곱오차()의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Kim

and Kim, 2016; Kim, 2019].




  



 
 



(11)

단,  은 관찰시점  까지 고장들의 누적개수이

고  는 시점까지 평균값함수로부터 추정된 고

장의 누적개수, 은 관찰된 고장의 수이고 는 추정된

모수의 수를 의미한다. <Table 2>에서 전체적인 평균

제곱오차는  인 모형이  ,   인모형보다 작

으므로 상대적으로 정확도(Accuracy)의 척도 측면에

서 효율적 모형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고장시점에 대한 제곱오차는 식 (12)을 이용하면 다음

과 유도 할 수 있다[Kim,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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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12)를 이용한 각 시점에 대한 제곱오차

는 <Figure 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도 초반부

고장시점에서는 거의 유사하지만 고장시점이 증가함

에 따라  인 모형이  ,  인 모형보다 제곱

오차 값이 작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6> Square Error of Each Failure Point

또한, 결정계수는 추정된 예측 값으로서 고장수를설

명할수있는설명력을나타내는도구로서정의( )되

고 큰 결정계수를 가진 모형은 적합성(Goodness-

of-fit) 측면에서 효율적인 모형으로 간주 된다[Kim,

2017: 2019].

  


  



 
  







  



 
 



(13)

따라서 <Table 2>에서 결정계수 추정값도  인

모형이  ,  인모형보다크게나타나적합성측면

에서 효율적인 모형으로 간주 할 수 있지만 즉 제안된

모든모형은 50%이상을 가지며 형상모수가클수록 상

대적으로 효율적 모형으로 판단된다[Kim, 2019].

NHPP 모형에서 최종 테스트 시점 
 에서

소프트웨어 고장이 일어나고      (단, 

는 임무시간(Mission time))사이에서 소프트웨어

의 고장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조건부 신뢰도(Reli-

ability)  ∣ 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유도된다

[Kim and Kim, 2016; Kim, 2019].

 ∣   






 

 exp   

(14)

그리고 식 (14)를 이용한 <Figure 7>의 조건부

신뢰도 함수의 형태에서 임무시간(t)이 경과함에 따

라 완만히 비-증가 패턴으로 나타나고  인 모형이

 ,  인 모형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임무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낮게 나타나고 있다.

<Figure 7> Pattern of Reliability

4. 결 론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테스트 수행이나 실제 소

프트웨어 운용과정에서 고장 발생 추이를 정량적으로
모형화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비

교 분석하여 효율성 평가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수화-지수분포와 형상모수에 따른 수명분

포를 적용하고 유한고장수를 가진 비동질적인 포아송

과정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속성에 대하여 비
교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지수화-지수분포의 형상모수에 따른 위험함

수의 패턴은 비-감소 패턴을 보이고 있고 형상모수가
클수록 낮은 추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둘째, 평균값함수 패턴 비교에 있어서도 모든 비교

모형은 비-감소형태를 이루지만 형상모수가 클수록 참
값과의 비교에 있어서 예측 값 추정오차가 제일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도의 척도 측면에서 효율적 모

형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셋째, 결정계수 추정 값도 제안된 모든 모형은

50% 이상을 가지며 형상모수가 클수록 크게 나타나

적합성측면에서 형상모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효율
적 모형으로 판단된다.

넷째, 신뢰도 함수의 형태는 임무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완만히 비-증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형상
모수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지만 임무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낮게 나타나고 있다.



74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이 연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운용자들은 지수화-

지수분포의 수명분포의 형상모수 특징을 활용한 소프

트웨어 고장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제곱오차와

평균값 및 위험함수의 속성을 이용하면 소프트웨어 고

장패턴을 파악 하는 데 기본지침으로 활용 할 수 있으

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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