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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헴 수명분포에 의존한 소 트웨어 

평균고장간격시간에 한 모수 추정법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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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Software Mean Time Between Failure Depending 

on Makeham Lif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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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repairable software systems, the Mean Time Between Failure (MTBF) is used as a measure of 

software system stability. Therefore, the evaluation of software reliability requirements or reliability 

characteristics can be applied MTBF. In this paper, we want to compare MTBF in terms of parameter 

estimation using Makeham life distribution. The parameter estimates used the least square method which 

is regression analyzer method and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As a result, the MTBF using the least 

square method shows a non-decreased pattern and case of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shows a 

non-increased form as the failure time increases. In comparison with the observed MTBF, MTBF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is smallerd about difference of interval than the least square estimation 

which is regression analyzer method. Thus, In terms of MTBF,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has 

efficient than the regression analyzer method. In terms of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the mean square 

error and mean error of prediction,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can be judged as an effici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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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 트웨어 신제품개발에서 신뢰성 특징을 응

용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항목의 신뢰성을 갖는 

소 트웨어 제품을 보다 경제 인 비용과 개발

기간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런 신뢰특성을 실 하기 해서는 소 트웨어 

개발자의 개발환경과 테스  비용의 최소비용이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된다. 재까지 많은 소

트웨어 신뢰특성 요인분석에 한 연구가 제안

되어 왔다. 여러 연구 에서 비동질  포아송 과

정(Non-Homogeneous Poisson Process; NHPP)

에 기 를 둔 신뢰성 모형[Gokhale and Trivedi, 

1999; Goel and Okumoto, 1978]은 결함 찰요인 

측면에서는 효율 인 모형으로 알려져 있고 결

함이 찰되면 즉각 으로 디버깅되고 이러한 디

버깅 시행에서 새로운 결함이 찰되지 않는다는 

사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

리가 가능한 소 트웨어 시스템의 경우 평균고

장간격시간(Mean time between failure; MTBF)

은 시스템 안정성에 한 기본척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소 트웨어 신뢰도의 요구조건이나 신뢰

도 평가는 평균고장간격시간을 이용한다[Lutfiah 

Ismail, 2014]. 최근에 수명분포가 와이블 분포를 

따르는 경우 MTBF 측면에서 모수 추정법 비교

에 있어서 최우추정법보다는 회귀분석기법인 최

소자승법을 이용한 모수추정법이 효율 임을 확

인하기도 하 다[Lutfiah Ismail, 2014]. 본 논문

에서는 이를 하여 NHPP에 기 하고 모수추정

은 회귀분석기법인 최소자승법과 최우추정법을 

이용하고 수명분포는 메이크헴 분포를 용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2. 메이크헴 분포 모형

메이크헴 분포(Makeham)는 수치해석 인 데

이터 분석모형에 사용되는 분포로서 강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Manton et al., 1986].

                  (1)

여기서도, 는 척도수이고 는 형상모수를 의

미하고 식 (1)을 이용하면 평균값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Kim, 2015; Tae, 2015].

 




  

        (2)

한, MTBF은 다음 계로 표  된다[Lutfiah 

Ismail, 2014].

     


  (3)

식 (3)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다음과 같은 계

식으로 변환 할 수 있다.

           (4)

2.1 최우추정법을 이용한 MTBF 추정

메이크헴 과정에 한 강도함수인 식 (1)과 평

균값함수인 식 (2)를 이용하면 NHPP 모형의 로

그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유도 할 수 

있다[Tae, 2015].

  

 

 





  



    





 
  



  

   

  (5)

즉, 와  에 하여 편미분을 시행하여 식 (6)과 

식 (7)과 같은 조건식을 충족하는  와  

을 수치 해석  기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He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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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7)

단, 

    ≤  ≤  ⋯≤ ,   는 

모수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와  을 이용하면 MTBF을 

추정 할 수 있다[Lutfiah Ismail, 2014].

2.2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MTBF 추정 

식 (4)을 이용하면 최소자승 추정치인 기울기 

와 편 은 다음과 같이 유도 된다[Lutfiah 

Ismail, 2014 ; Sheldom, 2000].

     


  



 
 


  



 



  



   




  



 
  



 

(8)

  




 



  





  





   (9)

따라서  와  을 이용하면 MTBF을 

추정 할 수 있다.

2.3 효율  모형을 한 단 기  

모형에 한 효율성 평가를 한 척도로서 결

정계수, 평균제곱오차, 평균 측오차를 고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척도들을 비교하여 효율 인 모

형을 단 할 수 있다[Lutfiah Ismail, 2014; Kuei- 

Chen, 2008].

2.3.1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결정계수)는 찰 값의  차이에 한 설명

력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알

려져 있다[Kim, 2015; Tae, 2015]. 

   


  



 
  







  



  


    (10) 

즉 비교에 있어서 결정계수 값이 크면 상

으로 효율 인 모형으로 단된다.

2.3.2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

평균제곱오차는 실제 찰 값과 측 값에 

한 차이를 측정하는 기 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

의 된다[Kim, 2015; Tae, 2015]. 

  


  



  


(11)

단, 은 시간  까지 나타난 고장들의 

개수를 의미하고 는  시 까지 평균

값 함수로부터 추정된 고장의 개수를 의미

하고 은 라미터를 추정하는데 사용된 자료의 

수를 나타내며, 는 모수의 수를 의미한다. 즉, 

작은 평균제곱오차 값을 가진 모형은 효율 인 

모형으로 단 할 수 있다. 

2.3.3 평균 측오차(Mean Error of Prediction; 

)

는 MTBF 측면에서 고려된 실제 데이

터와 측 된 값 사이의 변화의  값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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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ilure Time Data of Software[Sylwia, 2007]

Failure 

Number

Failure  

Time

(hours)

Failure 

Number

Failure  

Time

(hours)

1 0.0094 16 10.0192

2 0.0500 17 10.4077

3 0.4064 18 10.4791

4 4.6307 19 11.0706

5 5.1741 20 11.325

6 5.8808 21 11.5284

7 6.3348 22 11.9226

8 7.1654 23 12.0294

9 7.2316 24 12.0740

10 8.2604 25 12.1835

11 9.2962 26 12.3549

12 9.3812 27 12.5381

13 9.5223 28 12.8049

14 9.8783 29 13.4615

15 9.9346 30 13.8530

<Figure 1> Laplace Trend Test

이다. 의 평가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utfiah Ismail, 2014].

 (12)
 




  



       

  

3. 소프트웨어 MTBF와 고장시간 특성

분석

이 에서는 소 트웨어 고장시간자료 정보

[Sylwia, 2007](Failure time data)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 트웨어 신뢰모형들에 

한 신뢰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자료

의 고장시간은 13.853 시간단 에 30번의 고장이 

일어난 자료정보이며 <Table 1>에 요약 되어 

있다. 한 자료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

여 자료에 한 추세검정이 시행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라 라스 추세검정(Laplace ttrend 

test)[kim, 2015]을 이용하 다. 이 검정을 시행

한 결과 <Figure 1>에서 라 라스요인(Laplace 

Factor)의 간격이 -2와 2사이에 나타남으로서 즉, 

극단값(Extreme value)이 포함될 확률이 거의 

없으므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도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시행이 효율 임을 시사하고 있다

[Kim, 2015; Kanoun and Laprie, 1996]. 

모수추정은 최우추정법을 기 한 비선형 방정

식의 계산방법은 수치 해석  기본 방법인 이분

법(Bisection method)을 사용하 다. 이러한 계

산은 기 값을 0.001과 5.000을, 허용한계(Tole-

rance for width of interval)는  을 부여하고 

수렴성을 확보하기 하여 충분한 반복 횟수인 

100번을 C언어를 사용하여 모수추정이 이루어 

졌다. 최우추정법의 추정결과와 최소자승법을 이

용한 모수추정을 바탕으로 모형에 한 합성

의 기 으로서  (결정계수), (평균제곱오

차)와 (평균 측오차)가 <Table 2>에 요

약 되었다. 이 표에서 찰 값의  차이에 한 설

명력을 나타내는 기 인 결정계수는 최소자승법

으로 추정된 값보다 최우추정법으로 추정된 값

이 큰 값을 가지므로 찰값에 한 설명력은 최

우추정법이 효율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

균값함수 측면에서는 측 된 값과 실제 값 사이

의 편차를 설명하는 평균제곱오차도 최소자승법

으로 추정된 값보다 최우추정법으로 추정된 값

이 작은 값을 가지므로 최우추정법이 효율  방

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 으로 고장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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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평균제곱오차는 <Figure 2>에 요약되었다. 

이 요약그림에서 반부(15번째 고장까지)는 최

우추정법으로 추정된 값이 작은 값을 가지며 후

반부(16번째 고장부터)는 최소자승법으로 추정된 

값이 작은 값을 가지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Model Makeham 
Model Comparison

   

  
 

 
0.8864 62.6252 0.2392 


  

 
0.6284 69.6271 0.8249

<Table 2>  and  ,  and  of the Each Model

Note)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Least square estimation;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Mean square error; 
  : Mean error of prediction

<Figure 2> Mean Square Error

<Figure 3> Comparison of MEOP Estimates for each Model

<Figure 3>에서는 MTBF 측면에서 고려된 

측 된 값 사이의 변화도의  값인 평균 측

오차도 체 으로 비교  최우추정법으로 추정

된 값이 작은 값을 가지므로 최우추정법이 효율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ure. 4> Comparison of MTBF Estimates for each Model

<Figure 4>의 MTBF의 추이는 고장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최우추정법으로 추정된 MTBF는 

비-증가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최소자승법

으로 추정된 MTBF는 비-감소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참값인 찰된 MTBF과의 비교에 있

어서 최우추정법으로 추정된 MTBF가 최소자승

법으로 추정된 MTBF보다 참값과의 차이의 폭

이 작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MTBF 측

면에서도 최우추정법으로 추정된 MTBF가 합

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빅 데이터 처리를 하여 소 트웨어의 성능

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결함의 발생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가 가능한 소 트웨어 시스템의 경우 소

트웨어 평균고장간격시간은 소 트웨어 시스템 

안정성에 한 기본척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소

트웨어 신뢰특성의 요구사항이나 신뢰속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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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평균고장간격을 이용 하 다. 모수추정방

법에 있어서  회귀분석기법인 최소자승법과 우

도함수 방법을 용한 모수추정방법의 효율성에 

하여 비교 하 고. 수명분포는 메이크헴 분포

을 이용하 다. 

본 논문의 결과 최우추정법으로 추정된 평균

고장간격시간은 비-증가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최소자승법으로 추정된 평균고장간격시간

은 비-감소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참값인 

찰된 평균고장간격시간과의 비교에 있어서 최

우추정법으로 추정된 평균고장간격시간이 최소

자승법으로 추정된 평균고장간격시간보다 참값

과의 차이의 폭이 작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평균고장간격시간 측면에서도 최우추정법

으로 추정된 평균고장간격시간이 합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소자승추정법 보다

는 우도함수을 이용하는 최우추정법을 용한 

모수 추정법이 효율  추정방법으로 간 주 될 수 

있다.  

따라서 모수의 에서 본 논문에서 합 시

킨 소 트웨어 고장자료에 의한 모수 추정 값이

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합 시키면 모수 추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자승추정과 최우

추정법의 모수 추정법을 용한 모형에서 최우

추정법을 용한 모형이 효율 인 모형으로 

단 할 수 있다. 최근에 Lutfiah Ismail[2014]은 신

뢰성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와이블 수명분포

를 용한 연구결과는 회귀분석 방법인 최소자

승추정법이 최우추정법보다 효율  근방법이 

됨을 확인하 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된 메이크

헴 수명분포를 용했을 때는 결정계수, 평균제

곱오차  평균 측오차도 비교  최우추정법이 

효율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소 트웨어 운용자들은 수

명분포에서 생된 평균고장간격시간을 악하

는데 도움을  수 있으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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