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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 위험함수에 근거한 NHPP 소프트웨어 신뢰성장모형에 관한 연구*

김 희 철*

A Study for NHPP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 based on polynomial hazard function

Kim, Hee Cheul 
<Abstract>

Infinite failure NHPP models presented in the literature exhibit either constant, monotonic

increasing or monotonic decreasing failure occurrence rate per fault (hazard function). This

infinite non-homogeneous Poisson process is model which reflect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new faults when correcting or modifying the software. In this paper, polynomial

hazard function have been proposed, which can efficiency application for software reliability.

Algorithm for estimating the parameters used to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and bisection

method. Model selection based on mean square error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the sake of efficient model were employed. In numerical example, log power time model of

the existing model in this area and the polynomial hazard function model were compared

using failure interval time. Because polynomial hazard function model is more efficient in

terms of reliability, polynomial hazard function model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model

also were able to confirm that can use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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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소프트웨어 테스팅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고장 수

(Number of failure)와 고장간격시간에 의해 소프트웨어

고장현상을 수리적으로 모형 화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으며 신뢰도 모형에 의해 소프

트웨어 고장 수, 소프트웨어 고장발생간격시간, 소프트웨

어 신뢰도 및 고장률 등의 신뢰성 평가측도들이 추정되

　*이 논문은 2011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교신저자)

어 미래의 고장시간을 예측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고

장시간은 수명자료가 된다. 따라서 비음(Non-negative)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주로 지수분포, 와이

블분포, 감마분포 등 일반화 감마 분포(혹은 어랑분포)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1].

이러한 소프트웨어 모형에 연구들은 대부분 유한 고

장 NHPP(Non-Homogeneous Poisson Process)모형을

사용하였다[1-2]. 이러한 유한(Finite)고장 NHPP모형은

소프트웨어가 유한개의 고장이 있고 고장 제거 단계에서

는 새로운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

다. 그러나 실제 고장 제거 단계에서도 새로운 고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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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한(Infinite) 고

장 NHPP 모형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형에

대한 문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는 Musa-Okumoto의 대수 포아송 실행시

간(Logarithmic Poisson execution time)[3] 모형과 로그

파우어(Log power)[4-5] 모형 등이 이미 연구되었고 최

근까지도 이와 관련된 연구는 계속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제거하거나 수정

작업 중에도 새로운 결함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무한

고장수를 가진 비동질적인 포아송 과정에 기초하고 시스

템이 복잡해지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

항모형을 이용한 신뢰성장모형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무한고장 NHPP

와 기존의 로그 파우어 실행시간 모형과 평균제곱오차와

결정계수를 나열하였고 3장에서는 제안된 다항 위험함수

를 이용한 NHPP모형을 제시하였으며 4장에서는 수치적

인 예와 그 결과를 그리고 5장에서는 결론을 나열하였다.

Ⅱ. 관련연구 
2.1 무한고장 NHPP
신뢰도에서 관측시간   사이에 발견된 고장 수

을 모형 화 하는데 비동질적 포아송 과정(NHPP)이

널리 사용하여 왔다.

이 과정(Process)에서 강도함수(Intensity function)

   은  에 대한 단조(Monotonic)함수로

흔히 가정한다[6].

NHPP 모형에서 평균값 함수   (Mean value

function)와 강도 함수 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현

할 수 있다[6-7].

  




 ,
 

  (1)

따라서 는 모수  을 가진 포아송 확률 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즉,

   

 ⋅

   ∞ (2)

이처럼 시간 관련 모형(Time domain models) 들은

NHPP에 의해서 확률 고장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형들은 고장 강도 함수 가 다르게 표현됨

으로서 평균값 함수  도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이러

한 NHPP 모형들은 유한 고장 모형과 무한 고장 범주로

분류한다.

수리 시점에서도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RVS(Record Value Statistics)모형을 사

용하는 NHPP 모형의 평균값함수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7].

   ln  (3)

따라서 (1)식 과 (3)식을 연관시키고 을 확률밀도

함수, 을 분포함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의해 NHPP의 강도함수는 의 위험함수(가 된다.

  ′      (4)

시간   까지 조사하기 위한 시간 절단(Time

truncated) 모형은 번째 까지 고장 시점 자료를

  
  



  ⋯  ≤ ≤ ≤⋯≤  (5)

이라고 하고 을 모수공간이라고 하면 우도 함수는 다

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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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   ,

       ⋯    .

NHPP 모형에서 테스트 시점  에서 소프트웨어 고장

이 일어난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신뢰구간     

(단, t는 임무시간(Mission time))사이에서 소프트웨어의

고장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신뢰도(Reliability)

  ∣ 는 다음과 같이 됨이 알려져 있다[1, 7].

 ∣   




 


 exp    

(8)

2.2 기존의 로그 파우어 NHPP 모형
로그 파우어 (Log power)모형[4-5]은 1999년에 Xie와

Homg에 의해서 발전된 무한 고장 소프트웨어 모형으로

평균값함수와 강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ln (9)

 

  ln 
(10)

단,   는 척도모수이고   는 형상모수이

며 ≥  .

한편, (6)식과 (9)식을 이용하면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

이 유도 할 수 있다.

 

   

  





  ln    ⋅  ln       (11)

단,

   ≤  ≤  ⋯≤   .

최우추정법(MLE)을 이용하기 위한 로그 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ln   

 

  ln  ln ln
  

 ln 

  

 ln   ln

(12)

(12)식에서 와 에 대하여 편미분 하여 다음

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와
 을 수치 해

석적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ln   

 

 


 ln   (13)



 ln   

 

 


 ln

  

 ln 
 ln lnln  

(14)

(8) 식을 이용한 신뢰도(Reliability)   ∣ 는 다음

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p ln ln 
(15)

2.3 관측 자료에 대한 모형 비교
최근에 모형에 대한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한 기준으

로서 MSE(평균제곱오차)와  (결정계수)를 사용한다[8].

2.3.1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평균제곱오차는 실제 관찰 값과 예측 값에 대한 차이

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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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은 시간  까지 나타난 고장들의 누적

함수를 의미하고  는 시점까지 평균값 함수로

부터 추정된 고장의 누적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은

관찰 값의 수이고 는 모수의 수를 의미한다.

2.3.2  

  (결정계수)는 관찰 값의 차이에 대한 설명력을 나

타내는 도구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7)

Ⅲ. 제안된 다항 위험함수를 이용한 
NHPP모형 

다항 위험함수(Polynomial hazard function) 형태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6].

     ⋯
,  ≥  (18)

단,    ⋯  는 다항위험함수의

계수이고 무한고장 NHPP의 강도함수는 위험함수(

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항형태의 무한고장 NHPP

강도함수 는 (4)식과 동일한 위험함수 가 된다.

따라서 평균값함수   




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


 



(19)

(19) 식에서  이면 지수분포가 되고   일

경우에는 선형 위험률 분포(Linear hazard rate

distribution)라고 알려져 있다[10]. 그리고   경우

에는 비 단조 위험 함수(non-monotone hazard function)

형태를 가진다고 하였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 경우를 이용한 다항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의 다항 모형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20)

단,

       ⋯    .

모수추정은 최우추정법(MLE)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추정 법을 사용하기 위한 로그 우도 함수는 (20)식을 연

관 하면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ln  
  


   

⋅
  (21)

(21)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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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하는  와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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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그러나 위 식들은 근을 구하는데 근이 수렴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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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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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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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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437

2.230

0.437

0.340

0.405

0.575

0.277

0.363

0.522

0.613

12.973

15.203

15.640

15.980

16.385

16.96

17.237

17.600

18.122

18.735

<표 2> 고장 간격 시간자료의 기술통계량
기술 통계량

평균 0.6245

중앙값 0.5005

첨도 3.8572

왜도 1.8807

범위 2.113

관측수 30

신뢰 구간(95.0%) (0.4406, 0.8084

<그림 1> 라플라스 추세 검정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 추정치를 고정된 상수로 간주

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8)식을 이용한 신뢰도는 다

음과 같다.

   

 exp 

     


  

  




 




(25)

Ⅳ. 수치적인 예
이 장에서 소프트웨어 고장 간격 시간 자료[11]

(Failure interval time data)를 가지고 제시하는 신뢰모형

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자료의 고장 시간은 18.735시

간단위에30번의고장이발생된자료이며 <표1>에나열되

어있다이고장간격자료의기초통계량은<표 2>에요약되

었다.이표에서왜도와첨도는각각양수로나타나정규분

포와비교하여좀더뾰족하고오른쪽꼬리를가지는분포

속성을가지고있다.

또한 제시하는 신뢰 모형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자료에 대한 추세 검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12].

추세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라플라스 추세 검정

(Laplace trend test)을 사용한다. 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그림 1>에서 라플라스 추세 검정의 결과는 라플라스 요

인(Factor)이 -2와 2사이에 존재함으로서 신뢰성장

(Reliability growth)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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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모형의 모수 추정값 및 와 

Model MLE 모형 비교 
   

Log

Power
  ,  65.1804 0.8813

P

o

l

y

n

o

m

i

a

l



0.1   33.0560 0.8822

0.3   20.7766 0.9373

0.5   14.0081 0.9486

0.7   7.9771 0.9580

0.9   7.7391 0.9846

1.1   6.6941 0.9879

1.3   3.2699 0.9894

1.5   1.6726 0.9879

1.6   1.6458 0.9899

<그림 2> 위험함수의 형태 

<그림 3> 신뢰도 비교 

료를 이용하여 신뢰 성장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임

을 시사하고 있다[13].

모수 추정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고 비선형 방정식의

계산방법은 수치 해석적 기본 방법인 이분법(Bisec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초기값을 0와 20

을, 허용 한계(Tolerance for width of interval)는  

을 주고 수렴성을 확인 하면서 충분한 반복 횟수인 100

번을 C-언어를 이용하여 모수 추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

정에서 다항모형에서는 근 수렴이 되지 않아 모수추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을 0.1에서부터 1.6까지 고정된

상수(1.7 부터는 수렴하지 않아)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었다. 그리고 이 표에 모형에

대한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MSE(평균제곱

오차)와  (결정계수)도 요약되었다.

즉, 기존의 로그 파우어 모형 보다 다항모형이 평균제

곱오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므로 다항

모형이 효율적인 모형으로 나타났고 다항 모형에서도 

의 값이 클수록 효율적인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설명력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결정 계수값이 0.8보다

크게 나타나 실제 값과 추정된 값에 대한 차이의 대한

설명력이 높고 특히 의 값이 클수록 설명력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위험함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로그 파우어 모형은 비증가함수 형태를 보이는

반면 다항모형은 비감소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의 값

이 클수록 낮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의 신뢰도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기존의 로

그 파우어 모형은 임무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만히 감소

하는 형태를 보여 주지만 다항 모형은 급격한 감소 형태

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4>에서는 의 값이 클수록 높

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평균제곱오차 와 결정계수, 그리고 신뢰도 측



다항 위험함수에 근거한 NHPP 소프트웨어 신뢰성장모형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13

<그림 4> 다항 위험 함수의 신뢰도

면에서도 기존의 로그 파우어 모형보다 위험함수가 다항

인 경우가 효율적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Ⅴ. 결론 
소프트웨어 신뢰성은 개발의 최종단계에 있는 테스트

공정이나 실제 사용단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내에 존재

하는 고장 수나 고장 발생 시간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평가 기술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테스트 공정이나 실제사용단

계에 있어서 고장 발생 환경이나 고장 발생 현상을 수리

적으로 모형화가 가능하면 평가를 할 수 있다. 테스트 시

간이나 혹은 실행 시간, 발생된 고장 수와 고장 발생시간

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소프트웨어 신뢰

도를 성장 시 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소프트웨어 성

장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제거하거나 수정 작업 중에도 새로운 결함이 발

생될 가능성이 있는 무한고장수를 가진 비동질적인 포아

송 과정에 기초하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다항모형을 이용한 신뢰성장모형

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 결과 기존의 로그 파우어
모형보다 다항 위험함수 모형이 우수한 모형이 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제안된 다항 위험함수
모형도 신뢰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분야

에서 기존의 모형의 대안으로 다항 위험함수 모형도 사

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소

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단순 보다는 다항 모형을 고려함으

로서 소프트웨어 고장 형태에 대한 사전 지식을 파악하

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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