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소 트웨어 품질의 요성이 인식되면서 소 트웨어

품질을 측정하기 한 정확한 평가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 트웨어 품질을

측정하기 해서 국제표 에서 제시하고 있는품질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소 트웨어 품질을 측정하고 있다. 한

국정보통신기술 회(TTA: Telecommuni -cation

Technology Association)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Korea Testing Laboratory)에서 소 트웨어품질 인증을

해서 평가하고 있는 소 트웨어 품질은 국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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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품질을 평가하기 한 국제 표 의 변화로 인하

여 ISO/IEC 25023을 기반으로 소 트웨어 품질을 평가

하고 있다. ISO/IEC 9126-2에서 제시했던소 트웨어 품

질 평가는 6개의 품질 특성을 기반으로 하 으며, 6개의

품질특성으로는기능성(Functionality), 신뢰성(Reliability),

사용성(Usability),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이식성

(Portability), 효율성(Efficiency)을 들 수 있다[1-5]. 2018

년부터 새롭게 용되어지고 있는 소 트웨어품질 평가

모델 ISO/IEC 25023에서는 ISO/IEC 9126-2에서 제시하

고 있는 6가지 품질 특성에다가 보안성(Security)과 상호

운 성(Compatability)을 추가한 8가지 품질 특성으로 소

트웨어 품질을측정하도록 제시 되어져 있다. 제4차 산

업 명시 가 도래하면서 우리 생활에 소 트웨어에

한 비 이 높아지고 요도가 높아지면서소 트웨어 품

질을 정확히 측정하기 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는 소 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서 많은사고를 경험했고,

이러한 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산업 으로 회사

이미지에 큰 결함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소 트웨어의 품질이얼마나

요한지를 경험 했다.

작은 소 트웨어 결함으로 인하여 형사고가 발생하

고 있으며, 소 트웨어 사용 에 다소의 결함이 발생했

다 하더라고 정확히 원인도 악하지 못한 채 개선하지

못한 상태로 소 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 품질을 측정하기 한 8가

지 특성을 기반으로 한 소 트웨어 품질 측정 메트릭을

소개하고, 제시된 메트릭을 기반으로 소 트웨어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ISO/IEC 25023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 평가 메트릭

의 품질 특성 특히 ISO/IEC 9126-2에서의 평가 모델

과 비교하여 변화된 모델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제시

된 모델에 해서 고장 데이터를 용하여 평가하는 방

안을 제시한다[1-5].

특히 기존에 소 트웨어 신뢰성을 측정하기 한 많

은 모델들이 연구 되어졌으나 용방안이어려워 실질

으로 소 트웨어 신뢰성에 한 품질을 평가하기 한

메트릭을 계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ISO/IEC 25023의 신뢰

성 평가 메트릭을 고장 데이터를 용하여 평가한 결과

를 제시하면서 신뢰성에 한 평가 방안의 한계성에

한 문제 을 제시하고 품질 평가 메트릭을 기반으로 소

트웨어 품질을 평가하면서 신뢰성에 한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함을 제시한다[1-5].

2장에서는 소 트웨어 품질을 평가하기 한 국제 표

모델 ISO/IEC 25023의 모델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시된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 소 트웨어 신뢰

성 성장 모형을 제시하고, 국제 표 에의한 품질 평가를

해서는 신뢰성에 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6-10]. 4장에서는 나타난 결과에 해서 비교

분석 한다.

2. 제 모델

소 트웨어 품질을 평가하기 한 국제 표 모델이

2018년을 기 으로 하여 ISO/IEC 9126-2에서 ISO/IEC

25023으로 변화되었다. 국제 표 모델 ISO/IEC 25023이

소 트웨어 품질 평가의 기본 모델로 제시되면서 소 트

웨어 품질을 평가하기 한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1-5].

ISO/IEC 25000 SQuaRE(System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시리즈의 국제 표

모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SO/IEC

2500n(Quality Management Division)은 소 트웨어 품

질을 평가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ISO/IEC

2501n( Quality Model Division)은 소 트웨어 품질을 평

가하기 한 기본 품질 특성을 제시하기 한 소 트웨

어 품질 평가 모델을 제공하는 문서로 구성되어져 있다.

ISO/IEC 2502n(Quality Measurement Division)은 소

트웨어 품질을 평가하기 한 기본 모델의 정량 값

을 제시하고 품질을 평가하기 한 메트릭을 소개하고

있는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ISO/IEC 2503n(Quality Requirements Division)에서

는 소 트웨어의 기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표 을 제

시하고 있다.

ISO/IEC 2504n (Quality Evaluation Division)에서는

ISO/IEC 14598의 6개 트로 나 어져 있던 소 트웨어

품질 계산 트를 새롭게 정리하여 소 트웨어 품질을

계산하기 한 표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ISO/IEC 2502n(Quality Measurement Division)

의 표 문서에는 소 트웨어의 외부품질 평가방안과 내

부품질 평가방안이 제시되어 있어 품질 평가를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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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트릭에 한 제시가 되어 있다.

소 트웨어 품질을 평가하기 해서 사용되어졌던 국

제 표 모델 ISO/IEC 9126-2에서는 6가지 품질특성을

기반으로 품질 평가 방안이 제시되어져 있고, 세부 인

부특성으로는 소 트웨어 품질 평가를 해서 기능성의

경우 합성, 정확성, 상호운 성, 보안성, 수성의 부특

성에 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각각의 부특성을

통해서 제품의 용도에 맞게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품질 평가 메트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ISO/IEC 25023에서는 기능성의품질 특성이 기능완 성,

기능정확성, 기능 성의 3개 부특성으로 제시되어져

있어, 기존 국제 표 과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뢰성은 ISO/IEC 9126-2에서는 성숙성, 오류허용성, 복

구성, 수성의 부특성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각각의 부

특성에 따른 메트릭을 제시하고 있는데, ISO/IEC25023에

서는 신뢰성의 부특성으로 성숙성, 결함허용성, 복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 신뢰성의 경우 ISO/IEC 9126-2에서

는 상잠재고장 도 등을 통해서 상된고장수를 측

하도록 품질평가 메트릭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ISO/IEC

25023에서는 상되는 결함수를측정하는 항목은 제거되

고 단지 결함이나 고장율을 측정하도록제시되어져 있어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존의 국제표 과 비교하여

난이도가 많이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성은

ISO/IEC 9126-2에서는 이해성, 습득성, 운용성, 친 성,

수성의 부특성으로 메트릭을 제시하고 소 트웨어 품

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ISO/IEC 25023에서는

인지성, 학습성, 운 성, 사용자 오류차단, 근성, 심

미성을 부특성으로 제시하고 소 트웨어 품질을 평가하

도록 메트릭이 제시되어 있다. ISO/IEC 9126-2에서의 유

지보수성은 해석성, 변경성, 안정성, 시험성, 수성의 부

특성을 통한 품질 평가 메트릭을 제시하고 있고, 이식성

은 응성, 설치성, 공존성, 체성, 수성의 부특성을

통해서 소 트웨어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메트

릭을 제시하고 있다. ISO/IEC 25023에서의 유지보수성

은 모듈성, 재사용성, 분석성, 변경성, 시험성을 평가하도

록 부특성이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식성은 용성, 설치

성, 치성을 평가하도록 부특성이 제시되어져 있다. 이

와 같이 소 트웨어 품질 평가를 한 국제표 이 품질

특성과 부특성, 소 트웨어 품질을 평가하기 한 메트

릭에 있어 많은변화가 있다. 소 트웨어품질 평가를

한 두개의표 에 한 평가 메트릭의 변화에 한 표는

아래의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1. Metric comparison

ISO/IEC 9126-2
ISO/IEC
25023

Number of Quality
characteristic

6 8

Number of Quality
subcharacteristic

27 31

Number of Quality Metrics 110 86

ISO/IEC 9126의 국제 표 문서는 4개의 트로 구성

되어져 있으며, ISO/IEC 9126-3의 경우는 사용자, 평가

자, 시험자, 개발자가 소 트웨어 내부 품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메트릭이 제시되어져 있다. 국제 표 모델이 변

화하면서 소 트웨어 품질 평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상되어진다. ISO/IEC25023에서 소 트웨어 품

질을 평가하기 해서 추가된 품질 특성으로 보안성과

호환성으로 품질특성으로 변경된 보안성에서의 부특성

으로 기 성, 무결성, 부인방지, 책임성, 신원인증성을 통

해서 품질평가 메트릭이 제시되어 있으며, 호환성의 품

질 특성은 부특성으로 공존성과 상호운 성을 평가하도

록 제시되어져 있으며 부특성에 따른 각각의 메트릭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를 해서 ISO/IEC 25023에 제시

된 품질특성 신뢰성에 한품질평가 메트릭의 시

를 보기 해 아래 Table 2를 제시하 다. 아래의 표는

신뢰성의 성숙성을 평가하기 한 메트릭으로 ISO/IEC

9126-2와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Maturity of Reliability

Name Description Measurement function  

Fault
correction

What
percentage of

the identified reliability
related defects have
been corrected?

X =  A / B
A= Number of reliability-related
deficiencies modified in the

design / coding / testing phase
B=Number of reliability-related
defects found in the design /

coding / testing phase

Mean time
between
failure   
(MTBF)

What is the MTBF
during system/

software
operation?

X =  A / B
A= operating time

B=Number of actual system /
software failures

Failure rate

What is the average
number of failures for
a given period of

time?

X =  A / B
A = Number of faults detected

during observation time
B =Observ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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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의 성숙성을 평가하기 해서 ISO/IEC 9126-2

에서 제시한 상잠재고장 도에 한 메트릭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Expected potential failure density

Name Description Measurement function

Expecte
d

potential
failure
density

What is the
expected
number of
potential
failures?

X=ABS(NPFI-NAFI)/SIZE
NPFI=Expected number of

potential failures
NAFI=Actual detected number of

faults
SIZE=Product Size

Table 4. Availability of Reliability

Name Description Measurement function   

System
availability

What percentage of the
time the system is

actually available during
the

scheduled
operating hours?

X = A / B   
A = Actual system operating

hours provided
B = System operating hours
specified in the operation

schedule

Mean down
time

How long has the
system been unavailable
in the event of a failure?

X = A / B
A= Sum of system down

time
B= Observed down-count

Table 1과 Table 3은 ISO/IEC25023에서 제시하고 있

는 신뢰성의 성숙성에 한 평가 메트릭과 새롭게 구성

된 가용성에 한 메트릭을 제시한 것이며 Table 2는

ISO/IEC 9126-2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뢰성의 상잠재

고장 도를 측정하기 한 메트릭을 국제표 의 변화를

비교하기 해서 제시한 것이다. Table에서는 가용성에

한 평가로써 소 트웨어가 고장이 일어나고얼마 동안

작동되지 않는지에 한 평균값을 측정하여신뢰성을 평

가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져 있다.

ISO/IEC 9126-2에서 제시되었던 상잠재고장수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했던 내용에서 소 트웨어의 테스

트 과정에서 측 가능 한 자료를 이용해서 소 트웨어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메트릭이 수정되었다. 각각

의 품질 특성은 소 트웨어 품질을 평가하는 메트릭의

제시에 있어 간소화 되고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제안 되었

으며, 품질 특성으로 보안성과 호환성이 추가되어,

소 트웨어에서 보안성과 호환성의 요성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ISO/IEC 25023에서 제시한 보안성과 호환성에 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시된 국제 표 의 보안

성은 제품이나 시스템이 근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근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평가하는 기 성과 시스템이나

제품이 컴퓨터 로그램이나 데이터에 한 권한 없이

근 는 변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무결성을 평가하도록 제시되어져 있다. 자서명 등을

통해서 부인방지를 측정하는 부인방지 측정과 어떤 개체

의 행 가 그 개체에 의해 일어난 것을 추 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책임성의 평가와 시스템이 주체의 신원을 얼마

나 잘 인증하는지를 평가하는 신원인증성의 측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호환성에 한 평가는 제품이 공통의

환경과 자원을 다른 제품과 공유하면서 다른 제품에 해

로운 향을 끼치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를 평가

하는 공존성에 한 측정과 두 개 이상의 시스템, 제품

는 컴포 트가 정보를 교환하고 이 교환된 정보를 사

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한 상호운 성의 측정

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3. 소프트웨어 신뢰성 성  모형

소 트웨어 신뢰성 성장 모델에 한 연구에서 기존

의 모델은 각 단계별 하나의 오류를 발견하는 소 트웨

어 신뢰성 성장 모델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Littlewood & Verrall의 소 트웨어 신뢰성 성장 모형은

하나의 과정에서 한 개의 오류를 발견하는 모델이나, 본

연구에서는 Littlewood & Verrall 모델을 다 오류수정

을 한 소 트웨어 신뢰성 성장 모델로 변형하여 모델

을 제안하고, 국제 표 에 의한 소 트웨어 신뢰성 평가

를 실시하려 한다. 실패 시간은 감마 분포를 따르는것으

로 가정하면 실패시간에 한 확률 도함수는 아래의 식

(1)과 같다[9-15].

 




 

exp
  ⋯ 



여기에서 는 감마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식 (2)로 정의할 수 있다.

 




 
exp







소프트웨어  데  기반 로 한 소프트웨어 신뢰성 성  모델 제안 63

여기에서 는 단조증가함수이고  를 구하

기 한 최 우도함수는 아래 식 (3)과 같다.

 


∞




  

 


 







여기에서    라고 가정하면 의 (3)식

에서 구하고자 하는 모수는 아래의 식 (4)를 통해서얻을

수 있도록 유도된다.


  



 


  

 
  


  



 


  

 
  



한 의모수값은아래의 식 (5)와같이구할수 있

다[16].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 트웨어 신뢰성 성장 모델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정하기 해서 고장 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 하 다. 분석한 자료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Failure Data

failure
number

failure
time(hour)

failure number
failure

time(hour)

1 0.05 12 0.65

2 0.09 13 0.7

3 0.1 14 0.77

4 0.21 15 0.8

5 0.3 16 0.9

6 0.37 17 1

7 0.4 18 1.5

8 0.44 19 2

9 0.5 20 6

10 0.56 21 8

11 0.6 22 10

Littlewood & Verrall에 의해서 제안된 모델에서 용

한 결과 제시된 신뢰도 함수에 데이터를 용하여 추정

한 결과 베이지추정에 의한 결함 총수는 39개로 추정되

었으며, 결함 강도는 0.79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22개의 결함을 발견하 으므로앞으로 잔

존 결함을 17개 더 발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ISO/IEC 9126-2에서 평가되는소 트웨어 상잠재고장

도는 본 제품의 시험에서 0.017로 추정되어진다. 이 경

우 상된 잠재고장 수 측 결과를 이용하여구할 수있

다. 그러나 ISO/IEC 25023에서는 상된 잠재 고장 수나

결함 수를 이용하지 않고 테스트에서 얻은 결과만을 이

용해서 품질 특성에 한 메트릭 값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ISO/IEC25023에서 결함 수정에 한 값을 산정하면

발견된 결함 수 22개에서수정된 결함 수 22개 이므로 결

과 값은 1을 얻을 수 있다. 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국제

표 ISO/IEC25023의 평가 방안을 이용하게 되면 소

트웨어품질을좀 더 간단히 구할 수있다는장 이있지

만, 고장이 앞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평가에

한 정량 평가 결과는 좋게 나타나므로 신뢰성에

한 평가는 품질 평가 메트릭과 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4. 제 모델비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소 트웨어 품질 평가를

해서 새롭게 변형된 국제 표 모델의 변화를 소개하

고 품질 평가 메트릭을 측정하는 방안에 해서 소개하

다. ISO/IEC9126-2에서 제시한 소 트웨어 품질 평가

모델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 트웨어의 잠재

고장 수를 측하도록 되어 있어 복잡한 수식의 차를

거쳐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었으나 ISO/IEC 25023에서

는 소 트웨어 신뢰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테스트

를 거쳐 얻어진 자료만을 가지고 신뢰도 함수를 측정할

수 있다. 소 트웨어 신뢰도 검정을 통해서 모델을 이용

하게 되어지면 소 트웨어 신뢰도와 함께 양도시간이나

남아 있는 잠재결함에 한 측은 할수 있으나 학술

인 모델을 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한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연구된 ISO/IEC 25023

의 모델을 용하게 되어지면 기존 소 트웨어 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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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얻어진 자료만을 이용해서 소 트웨어의 신뢰도

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정확한 소 트웨어 신뢰도 평가를 해서는

신뢰도 함수를 이용해서 소 트웨어의 신뢰도를 평가하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ISO/IEC 25023에서

제시한 소 트웨어 신뢰도 평가 메트릭을이용하면 신뢰

도 함수를 통해서 제시된 기존의 잔존 결함이 남아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결함수정에 한 메트릭 값은 1 만 으

로 측정되어 품질 평가에 한 메트릭이 간소화 되었다

해도 신뢰성에 한 평가는 ISO/IEC 9126-2에서 제시하

는 모델처럼 남아 있는 잔존 결함에 한 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문제 해결을 해서 ISO/IEC

25023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 트웨어 신뢰성에 한 정

량 평가 방안의 메트릭에 한 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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