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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사업 추진 배경

○ 新) SW품질인증체계 연구 필요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SW는 자율적이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SW

로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이 극대화 됨.
– 이에 따라, 종전방식의 SW실행결과 중심의 품질기준과는 다른 SW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품질보장 능력과 기준이 필요함.
– 이러한 지능형·자율형의 SW에 대한 품질특성 측면의 핵심 특성을 조사하

여 SP인증모델의 개선과 확장에 활용코자 함.

[그림 1] 사업추진 배경

1.2 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가. 추진 목표

  정성적 추진 목표는 新)SW품질인증 모델의 품질 속성 항목 도출, SP인증 
제도 활성화 운영 모델(안), SP인증 기준/적용 매뉴얼 등 개선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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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문제 추진 방향 정성적/정량적 사업 목표

현행 SP인증모델의 한계로 
인한 SP인증 확산 어려움 

SP인증 제도 활성화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新)SP인증 모델 품질 속성 
항목
SP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개선안
SP인증 기준, 적용 매뉴얼 등 
개선안 도출

SI 프로젝트 중심으로 
SP인증 기준 및 지침 구성

자율형/지능형 SW 품질특성 
및 전체 생명주기를 
반영하는 모델 개선

중소 SW기업의 비용 문제로 
인한 SP인증에 대한 적용 
어려움

SP인증 적용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적용 용이성 확보 
방안

新)SW품질인증모델(안) 및 
연구결과보고서 1종
SP인증운영제도개선(안) 및 
연구결과보고서 1종인증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으로 인한 관리 어려움
인증기관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 및 분산 방안 도출

나. 추진 전략
추진 전략 주요 내용

1 산학계 전문가 풀 확보 학회(학계) 및 SW산업협회(업계)의 SP인증 전문가와 
지능형/자율형 SW 전문가 풀 확보

2
SP인증 전문가로 사업수행 
팀 구성

PM은 SP인증심사위원, SP인증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SP인증 업무 및 CMMI 심사  수행 경험 보유
학계에서 대표적인 지능형/자율형 SW 전문가로 박용범 
교수 참여 
업계 전문가는 SP인증심의위원으로 SP인증 업무 다수 수행 
및 해외 인증(CMMI, SPICE) 업무 수행 경험 보유
업계 전문가는 SP인증심사원으로 다수의 SP인증심사 수행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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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수행 범위

구분 수행업무 상세수행 Task

新)품질인증모
델(안)조사∙연

구

지능형/자율형 SW 개발/유지보수 
특성 조사

• 문제 정의 및 조사분석 계획 수립
• 조사 방법 정의
• 문헌조사,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 정성적 자료 분석 및 특성 조사

지능형/자율형SW 품질특성 조사

• 문제 정의및 조사분석 계획 수립
• 조사 방법 정의
• 문헌조사,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 정성적 자료 분석 및 특성 조사

기존 SW품질특성 대비 신 
품질특성 비교

• 핵심 품질 특성 요인 식별 및 검증
• 개선 대안 수립 및 방안 수립

품질인중 모델 구성(안) 연구/수립 • To-Be 품질인증모델 수립
• To-Be 품질인증 모델 이행 방안 수립

연구 결과 보고서 개발 및 
검증/보완 • 연구보고서 작성 및 검증

 SP인증 운영 
제도 개선(안) 
및 조사∙연구

선진국 운영모델사례 조사 및 분석
• 문제 정의및 조사분석 계획 수립
• 조사 방법 정의
• 문헌조사 및 산업 통계 자료 수집

전국적인 SW 품질능력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도출

• 핵심 문제 요인 결정 
• 개선 대안 수립 및 방안 수립

개선 운영 모델 및 사업(안) 발굴 • To-Be 운영모델 수립
• To-Be 운영 모델 이행 방안 수립

제/규정 개선안 구성 • To-Be 운영 모델(안) 이행을 위한 
제/규정 개선안 수립

연구 결과 보고서 개발 및 
검증/보완 • 연구보고서 작성 및 검증

 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검증, 

대외 홍보

SW공학 및 인공지능분야 산학계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산학계 전문가 Pool 구성
•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진흥원및 

수행사 협의
• 협의체 구성 후보자 목록 도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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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 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및 배포/공유

연구 결과물 검토 및 워크샵

• 新)품질인증 모델(안) 조사∙연구 
보고서 중간 및 최종 검토

• SP인정 운영 제도 개선(안) 및 
조사∙연구 보고서 중간 및 최종 검토

• 단계말 연구보고서 최종 검토 워크샵

최종 결과물에 대한 대외 
홍복(학술행사및 세미나발표)

• 세미나, 학술행사 선정 및 
발표(진흥원과 협의하여 대상 세미나, 
내용, 일정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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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 수행 내용

1. 新)SW품질인증 모델(안) 및 조사·연구 추진 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지능형·자율형 SW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의 개발 및 유지보수 프로세스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지능형·자율형 SW 개
발 및 유지보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품질특성 및 품질인증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新)SW품질인증 모델(안) 및 조사·연구- 주요 수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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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형·자율형 SW 개발 및 유지보수 특성 조사

2.1 지능형·자율형 SW 유형 및 특성 분석

지능형·자율형 SW의 특성을 분석하기 전에 지능형 SW와 자율형 SW을 정의하고 
지능형·자율형 SW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 지능형 SW의 유형 및 정의

1) 지능형 시스템(Intelligent Systems)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시스템을 자율성이 부족했던 전통적인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으로 정의하여 지능형·자율형 SW와 구분하
고자 한다.

○ 대부분의 자료들이 지능형 시스템을 이미 자율성을 가지는 지능형 에이전트
(Intelligent Agent)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음

지능형 시스템 정의 [1] https://www.unr.edu/cse/prospective-students/what-are-intelligent-systems

○ 지능형 시스템은 주변 실세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기계이다 [1].
– 지능형 시스템은 룸바 (Roomba)와 같은 최초의 자동 진공청소기에서 안면 인식 

프로그램, Amazon의 맞춤 쇼핑 제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지능형 시스템 분야는 변화하는 역동적인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에서 이들 시스템이 

인간 사용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Ÿ 지능형 시스템은 두 가지 주요 영역이 있다. 즉 기계가 환경을 인식하는 영역과 

해당 기계가 해당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영역이다. 
○ 초기 로봇은 결정을 내릴 때 거의 자율권을 갖지 못했다. 초기에는 예측 가능한 실세계

를 추측하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오늘날 로봇은 환
경을 감지하고 물리적 실세계에서 행동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율시스템
(Autonomous System)으로 간주된다.

지능형 시스템의 다른 정의 [2] http://whatis.techtarget.com/definition/intelligent-system

○ 지능형 시스템이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다른 시스템과 통신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있는 컴퓨터이다. 
– 지능형 시스템의 다른 기준에는 경험, 보안, 연결성, 현재 데이터에 따라 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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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도 현재는 아래의 위키피디아 정의에서와 같이 인공 지능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지능형 에이전트”로 이해하고 있다.

능력 및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능력에서 배우는 역량이 포함된다. 
– IT에서 시스템은 공통된 목적으로 구성되는 연결 요소 또는 구성 요소의 모음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장치의 관점에서 말하지만, 지능형 시스템은 지능
형 장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및 다른 유형의 대형 시스템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치
의 상호 연결된 모음을 포함한다. 유사하게, 지능형 시스템은 채팅 봇, 전문가 시스
템 및 기타 유형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교한 AI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포함 
할 수도 있다.

– 본질적으로 지능형 장치는 기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범용 
컴퓨터는 아닙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강력하고 복잡한 처리 및 데이터 분석이 가
능하지만 대개 호스트 시스템과 관련된 작업에 특화되어 있다.

○ 지능형 시스템은 POS (point-of-sale) 단말기, 디지털 TV, 교통 신호등, 스마트 계량
기, 자동차, 디지털 간판 및 비행기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한다. 

○ 내장 인텔리전스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고유 한 식별자와 인간과 사람 또는 
인간이 필요없 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개발 용 인터넷 (IoT)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인공지능의 정의:  위키피디아 정의
https://en.wikipedia.org/wiki/Artificial_intelligence#In_fiction

○ 인공 지능 (인공 지능, 기계 지능, MI)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의해 표시되는 자연 지능 
(NI)과 달리 기계에 의해 표시되는 지능이다. 

○ 컴퓨터 과학에서 인공 지능 연구는 "지능형 에이전트"의 연구로 정의됩니다. 
– 즉, 환경을 인식하고 어떤 목표에서 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취하는 모든 

장치입니다. 말하자면 "인공 지능"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학습"및 "문제 해결"과 같이 
다른 인간의 마음과 관련시키는 "인지"기능을 모방 할 때 적용됩니다. 

○ AI의 범위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계가 점점 더 유능해지면서 "지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적인 작업은 종종 정의에서 제거된다. 
– 예를 들어, 광학 문자 인식은 일상적인 기술이 되어 "인공 지능 "에서 자주 제외된다.
– 2017 년 현재 AI로 분류 된 능력은 체스와 고 (Gohes)와 같은 전략적 게임 시스템, 

자율 차량, 컨텐츠 전달 네트워크의 인텔리전트 라우팅, 군사 시뮬레이션, 이미지와 
비디오를 포함한 복잡한 데이터 해석하기 등이다.

○ 인공 지능은 1956 년에 학문 분야로 창립되었으며, 그 이후 몇 년 동안 낙관적 인 전망
을 보였으며 실망감과 자금 부족 ( "AI winter")이 있었고 그 후에 새로운 접근, 성공 및 
경신 된 자금 조달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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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SW를 좁게 해석하여 정의하면, 사람처럼 인지 판단하고 표현(대화, 
제스처 등)하는 SW기술로 원어민 대체 언어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다.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취향과 활용 패턴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찾아주는 SW이기도 하다. 
– MIT미디어 연구소의 네그로폰테 교수는 지능형 SW에 대해 “사용자로부

터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소프트웨어 도우미”라고 말했다.
– 현재와 같이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쉽고 편하게 사

용하기 위하여 에이전트 기반의 정보검색 및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인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능을 초월하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상의 일정, 전화번호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비서가 지원해 주는 수준의 업무까지 연계 지원이 가능한 자연어 인터페
이스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인공지능의 유형
○ 이러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진화 수준에 따라, 크게 AI를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
능'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김대식,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 약한 인공지능(weak AI) : 스스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컴퓨터 기반의 AI임 
Ÿ 전정한 지능, 지성을 갖춘 수준은 아니고, 미리 정의된 규칙의 모음을 이

용해 지능을 흉내 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 알파고, 
IBM 왓슨 등과 같이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 AI들이 여기에 속함

– 강한 인공지능(strong AI) : 스스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
터 기반의 AI임

○ 인공 지능 연구의 전통적인 문제 (또는 목표)에는 추론, 지식, 계획, 학습, 자연어 처리, 
지각 및 사물을 움직이고 조작 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 접근법에는 통계적 방법, 전산 지능 및 전통적인 기호 AI가 포함된다. 
– 검색 및 수학적 최적화, 신경망 및 통계, 확률 및 경제성에 기반한 방법 등 AI의 많

은 도구가 사용된다.
– 인공 지능 분야는 컴퓨터 과학, 수학, 심리학, 언어학, 철학, 신경 과학, 인공 심리학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 9 -

Ÿ 지각력이 있고, 스스로를 인식하며 독립성을 가졌다는 게 특징이며, 정
신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화를 거듭할 수 있음

Ÿ 강한 인공지능은 현존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사
고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형 AI △인간과 다
른 형태의 지각과 사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비인간형 
AI로 나누어짐

– '초인공지능'(super AI 또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ASI) : '강한 
AI'가 진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Ÿ 인간보다 1000배 이상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로 일컬어지고 있습음
Ÿ 이 AI는 효율, 자기보존, 자원획득, 창의성 등의 원초적 욕구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자가발전 한다는 것이 특징임 
Ÿ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초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인류의 미래상에 대해 

첨예하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지
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 기조연설을 통해 "30년 내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슈퍼 AI가 등장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핵전쟁 등의 위
험을 막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인공 지능을 연구분야, 응용분야, 접근방법으로 분류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3]

           

[그림 3] 인공 지능의 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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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지능의 등장 배경 및 시장
– 왜 지금 다시 AI가 부각하는가?
Ÿ 강력하고 저렴한 하드웨어의 진보
Ÿ 기계 학습 및 심층 학습 기술
Ÿ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의 가용성
Ÿ 사람들의 디지털 상호 연결
Ÿ 인지 컴퓨팅의 시작과 신경망 컴퓨팅에 관한 연구

– 로봇과 인공 지능의 전체 실세계 시장은 2020 년 $ 152.7 억에 도달 할 것
임 [“로봇 혁명 - 글로벌 로봇 및 AI 프라이머", 아메리카 메릴린치 글로벌 리서치 은행 
(2115/12/6)]

나. 자율형 SW 의 유형 및 정의

1) 자율형 SW 의 정의

○ 자율성 (autonomy)은 인간을 대신하여 또는 인간과 협력하여 결정을 내리
고 행동을 취함으로써 복잡한 영역에서 운영 목표를 달성 할 수있는 시스템
의 능력이다. [9]

○ 자율형 SW를 자율성을 갖는 SW를 말하며 보통 에이전트(Agent)라고 한다.
– 자율성이란 에이전트가 사용자나 다른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지시나 간섭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에이전트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 에이전트는 자율성에 의하여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
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단
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작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지식이나 전
체적인 작업 목표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를 처리함으로써 보다 지능적인 
객체로 활동할 수 있다

Ÿ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정보 검색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에 의하여 단순
히 현 DB로부터 자료를 검색한 후 DB 검색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다. 하지만 자율성을 갖는 정보 검색 에이전트는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이 
없을 때는 사용자가 관심있어 하는 자료를 웹이나 다른 DB 시스템으로



- 11 -

부터 수집, 분석, 정리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특
성에 따라 입력된 문장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보다 가까운 
자료아 제공하게 된다

○ 에이전트가 가지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자율성(Autonomous) :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동작
– 반응성(Reactive) : 외부 환경의 시간상 적절히 반응
– 능동성(Proactive) : 질의나 명령에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먼저 질문하고 행동한다
– 상호작용성(Communicative) : 사용자나 다른 에이전트와 대화
– 적응성(Adaptive) : 사용자나 환경에 적응
– 이동성(Mobile) : 작업을 한 곳의 컴퓨터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트워크상의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필요에 따라 수행
– 목표 지향성 (goal-orientedness): 복잡한 고수준 작업처리를 위해 작은 

세부 작업으로의 분할, 처리순서의 결정 등을 책임짐
– 시간 연속성 (temporal continuity): 전면에서 실행하고 이면에서 잠시 

휴식하는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데몬(demon)주어진 입력을 처리하
여 결과를 보여주고 종료하는 것이 아님

○ 자율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진다.
– 학습 : 연습, 경험 또는 가르침을 통한 향상 
– 추론 : 사용 가능한 지식에서 결론을 도출
– 계획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동작을 구성
– 의사 결정 : 몇 가지 대안 시나리오 중에서 행동 방침을 선택. 예상되는 행

동 결과의 개념 포함
– 상황 인식 : 진행 상황 파악 및 이해
– 개입 : 환경과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
–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 자율형 시스템이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

○ 사람 속성을 가지는 강한 의미의 에이전트의 속성
– 이동성 (mobility): 작업을 현재의 컴퓨터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컴퓨터

로 이동하여 수행함
– 합리성 (rationality):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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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는 행동하지 않음)
– 적응성 (adaptability): 사용자의 습관과 작업 방식, 취향에 따라 스스로를 

적응시킴
– 협동성 (collaboration):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에이전트, 자

원, 사람과 협력적으로 작업처리
○ 자율형 에이전트(autonomous agent)

– 환경을 감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 의제(agenda)를 추구하고 미래
에 느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감지하고 환경을 작동시키는 시스
템이다. [Franklin and Graesser, 1995].

○ 소프트웨어 에이전트(Software Agent)
–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작동하는 인공 에이전트를 말하며, 컴퓨터 사용자를 

도와 줄 수 있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목적을 알고 자율적으
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예: 비서 프로그램)

Ÿ 소프트웨어 환경에는 운영 체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가상 도메인이 포함된다.

Ÿ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의사 결정을 하고 환경을 독립적으로 수행함으
로써 일반적으로 결과를 제공 할 때 최종 클라이언트와만 상호 작용함으
로써 인간의 작업 부하를 줄인다. 또한 자율적인 자동화는 볼륨 및 속도 
면에서 초인적 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비 지능형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에 대한 조작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제어 
옵션 제공과 사람의 검토가 필요한 상태 보고서 생성에만 국한된다. 이러
한 에이전트는 변화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종종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성능을 복원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수정해야 한다. 

2) 자율형 SW의 유형
○ 에이전트의 분류 (Nwana 분류) 

– 협동 에이전트(Collaborative Agent): 다른 에이전트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능력

– 인터페이스 에이전트(Interface Agent): 사용자가 특정 응용시스템을 쉽
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율성, 학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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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에이전트(Mobile): 네트워크 상의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 정보/인터넷 에이전트(Information/Internet Agent): 분산되어 있는 여
러 가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습득, 관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 반응 에이전트(Reactive Agent): 기본적인 상호 작용만이 가능한 간단한 
에이전트(소극적 반응)

– 혼성 에이전트(Hybrid Agent):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에이전트 
특성이 하나의 에이전트에 나타난 에이전트

– 지능형 에이전트(Smart Agent): 자율적이고 협동 작업이 가능하고 학습
능력과 적응능력이 있는 에이전트

–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Multi Agent System : MAS):  서로의 지식을 공유
할 수 있고 하나의 에이전트만으로는 수행 불가능한 일을 처리

○ 기타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함
– Environment에 따른 분류: 특정 환경에에서 수행되도록 설계
Ÿ Internet agent, OS agent, WWW agent
Ÿ Assistant, expert, wizard

– Task에 따른 분류 : Agent의 작업에 따라서 분류
Ÿ Information retrieval, information filtering, searching

– Architecture에 따른 분류: 내부 지식 표현 구조에 따라서 분류
Ÿ Learning agent, neural agent, evolutionary agent.

    

[그림 6] Agent의 분류[Franklin and Graesser, 1996][그림 5] Agent의 분류[Nwan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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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능형·자율형 SW 의 유형 및 정의

1) 지능형 에이전트의 정의
○ 지능형 SW 에이전트는 인공지능을 가진 SW에이전트를 말한다.

                                                      

               

[그림 6] Agent의 분류

○ 다른 정의
– “지능형 에이전트는 다음 세 가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환경의 동

적 조건 인식. 환경 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동; 인식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
결하고, 추론을 이끌어 내고, 행동을 결정할 추론” [Hayes-Roth, 1995].

– "지능형 에이전트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 또는 자율성을 가지고 사용자 또
는 다른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체
(entity)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목표 또는 욕망에 대한 지식 또는 표현을 
사용한다" [IBM].

○ 지능형 에이전트 응용 분야
      지능형 시스템은 오늘날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수행 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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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자동화
– 현장 및 서비스 로봇
– 보조 로봇
– 군대 응용 프로그램
– 의료
– 교육
– 엔터테인먼트
– 육안 검사
– 문자 인식
– 다양한 생체 인식 양식 (예 : 얼굴, 지문, 홍채, 손)을 사용한 사람 식별
– 시각적 인 감시
– 능형 교통

2.2. 지능형·자율형 SW 개발 및 유지보수 특성 조사

가. 지능형 SW 개발 및 유지보수 특성 조사
1) 지능형 SW의 도전 과제
○ 지능형 시스템의 연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 해 있다. 그 중 다수는 역동적

인 물리적 실세계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다.
Ÿ 불확실성 : 물리적 센서 / 작동기는 제한적이고 시끄럽고 부정확 한 정

보 / 조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은 센서의 
소음 및 이러한 작업 실행의 제한으로 인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Ÿ 동적인 실세계 : 물리적 실세계는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
화를 수용하기 위해 빠른 시간 단위로 결정해야한다.

Ÿ 시간 소모적 인 계산 : 목표에 대한 최적 경로를 찾는 것은 매우 큰 상태 
공간을 통한 광범위한 탐색을 필요로 하며, 이는 계산상으로 경제적이지 
못하다. 
ü 계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단점은 그 동안 실세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산된 계획이 쓸모없게 된다.
Ÿ 매핑 : 3D 실세계에서 2D 실세계로의 변환에서 많은 정보가 손실된다. 

컴퓨터 비전은 관점, 조명 및 규모의 변화를 포함한 도전 과제를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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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Ÿ 배경 혼란 또는 모션; 인식 등에서 배경에 대한 혼란이나 움직임이 있을 

시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음

2) 지능형 SW 개발 및 유지보수 특성

○ 지능형 SW의 구성 및 특성 [5]
– 지능형 SW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보통 2가지 합쳐져서 시스템이 구성된

다.
Ÿ AI-1은 인간 지능을 적용 할 때만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AI를 컴퓨터로 사용하는 문제 지향 개념이다.(학습 및 추론 에이
전트 등)

Ÿ AI-2는 특징적인 프로그래밍 전략, 특히 휴리스틱에 기반한 프로그래밍 
전략과 "지식"의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AI를 식별하는 기술 지향 개념
이다.(지식베이스 에이전트 등)

– AI-1형 인공 지능 SW에서 다루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소 불명확하고, 
소프트웨어가 수행해야하는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종종 부족하다, 즉,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은 모호하며 평가는 이에 상
응하여 어렵다

– AI-2 인공 지능 SW에서 사용 된 경험적 기법은 취약하거나 불안정한 경
향이 있습니다. 매우 유사한 입력은 크게 다른 출력을 생성 할 수 있다. 이
것은 테스트 케이스에서의 외삽(extrapolation)을 매우 위험하게 만든다.

○ Knowledge representation (지식 표현)의 문제점
– 지식 표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Ÿ 지식 표현과 지식 공학은 인공 지능 연구의 핵심이다. 기계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는 실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Ÿ 인공 지능이 표현해야하는 것 중에는 물체, 속성, 물체 간의 범주와 관

계, 상황, 사건, 주와 시간, 원인과 결과, 지식에 대한 지식 (무엇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Ÿ "존재하는 것"의 표현은 온톨로지이다 : 객체, 관계, 개념 및 속성의 집합



- 17 -

이 공식적으로 기술되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이를 해석 할 수 있다. 
ü 기본 추론 및 자격 문제

·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작동 가설"의 형태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새가 대화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먹 크
기, 노래, 파리의 동물을 묘사한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새들에 대
해 사실이 아니다. 존 맥카시 (John McCarthy)는 1969 년이 문제
를 자격 문제로 확인했다. 인공 지능 연구자들이 대변하는 모든 상
식적인 규칙 때문에 예외가 엄청나게 많다. 추상적 인 논리가 요구
하는 방식에서 거의 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ü 상식적인 지식의 폭
·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요소 사실의 수는 매우 크다. 상식적인 지식 

(예 : Cyc)에 대한 완벽한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 프로
젝트는 엄청난 양의 힘든 존재론적 엔지니어링을 요구한다. 한 번
에 하나의 복잡한 개념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

· 주요 목표는 컴퓨터가 인터넷과 같은 출처에서 읽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따라서 자신의 온톨로지에 추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ü 상식적인 지식의 상징적인 형태
·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은 구두로 표현할 수 있는 "사실"또는 "

진술"로 표현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체스 마스터는 "체감이 너무 심하다" 또는 미술 비평가

가 동상을 한 번보고 가짜임을 깨닫기 때문에 특정 체스 위치를 피
할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두뇌에서 무의식적이고 부차적인 직감
이나 경향이다.

· 이와 같은 지식은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지원하며 제공한다. 관련된 상징적인 추론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공 지능 또는 통계 인공 지능이 이러한 종류의 지식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동작 평가 문제

– 소프트웨어 안정성 평가 및 동적 테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요구 사
항 및 사양 문서의 가용성-최소한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였는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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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는 정도로-에 달려 있다. 
– AI 소프트웨어의 요구 사항과 사양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장 AI 시스템의 고장은 "올바른" 동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다. 

Ÿ 거의 모든 산출물은 생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나중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발견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검이 수행되거나 엔
진이 제거 된 경우). 

Ÿ AI 소프트웨어의 동적 테스트 문제는 비슷하다. 특정 테스트의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 따라서 소프트웨어 안정성 및 동적 테스트를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적용하
기 전에 소프트웨어의 요구 사항 및 사양을 얻는 문제와 이러한 요구 사항 
및 사양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평가해야 한다.

Ÿ QA에 대해 확립된 방법 및 기술 중 하나를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적용하
려면 정확한 요구 사항과 사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AI 소프트웨어의 "본질적 AI"(즉, AI-1) 측면을 기존의 SQA를 준수
해야하는 측면과 구별하여야 한다.  

○ 지능형 SW의 요구사항 및 명세화 문제
– 많은 지능형 SW에 대한 정확한 요구 사항과 사양 문서가 없기 때문에 부

분적으로 실험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기능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에 대한 기대와 요구 사항을 사전에 말하기가 어렵다.

– 그러나 SQA(SW품질보증)에 대해 확립된 방법 및 기술 중 하나를 지능형 
SW에 적용하려면 정확한 요구 사항과 사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SQA를 준수해야 하는 품질보증방법과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서비스 및 역량 요구사항
Ÿ 역량 요구사항(Competency Requirements) 및 서비스 요구사항

(Service requirements)과 같이 지능형 SW에 대한 두 가지 요구 사항
과 사양을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ü 역량 요구사항은 "지식" 또는 인간 기술과의 비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요구 사항의 차원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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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그러한 요구 사항이 모호하고 불완전 할 수 있다. 서비스 요구사항과 
사양 수준을 통한 분해는 기존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추적 가능
하고 검증 가능하며 테스트 가능해야 한다. 

ü 경우에 따라 서비스 요구사항의 만족도는 해당 시스템의 개발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부는 전문가 시스템인 "쉘"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시스템 개발자 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매우 정확한 사양을 보고,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이 있어야 한다. 

Ÿ 원하는 역량 요구 사항
ü 역량 요구 사항은 "원하는" 및 "최소" 요구사항으로 더 세분화 할 수 

있다
ü 원하는 역량 요구사항은 인간 전문 지식과 관련하여 정의되며 해당 

시스템이 얼마나 잘 수행 될 것으로 기대되는지 설명한다
ü 최소 역량 요구사항은 수행이 얼마나 나쁜지를 결정해야 한다.

· 최소 역량 요구 사항은 시스템 안전 사양과 많은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 원하는 역량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역량 요구사항은 때로는 정확한 정의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최
소 역량 요구사항의 만족은 쉽게 테스트 될 수 있다.  

○ 지능형 SW의 품질보증이 어려움
– 현재 지능형·자율형 SW의 품질을 보장하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
– 그러나 일부 기술은 보증에 유용하다.
Ÿ 목표 접근방법 : 품질을 보증할 범위를 명확히 함
Ÿ 논리적 추론 :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아내는 가추법(abduction)(거꾸로 

추론해 나가기(reasoning backward))
–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별
Ÿ 지능형·자율형 SW 품질 보증의 원칙에 대한 여러 관점
Ÿ 지능형·자율형 SW 품질에 대한 견고성 : "데이터 오염", "불충분 한 데이

터", "편향된 데이터", "분류 실패"에 대하여 대비함
– 결함 엔지니어링 : 이전에 경험한 결함을 수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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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연어 처리, 데이터 분석 패턴, 기능, 속성 등과 관련된 결함을 수집한
다.

Ÿ 사악한 데이터임을 고려: 결함, 실패에 대한 지식이 지능형·자율형 분야
의 성공의 핵심이다.

3) 지능형 SW 개발 프로세스 및 특징

○ 지능형 SW 개발은 위에서 설명한 요구사항의 명세화 및 품질보증의 어려움
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개념적 모델링의 신속한 검증을 위한 신속한 프로
토타이핑을 위주로 한 개발 프로세스가 일반적이다. [11]
– 개발 단계는 아래와 같음
Ÿ I. 프로젝트 착수(Project Initialization)
Ÿ II. 시스템 분석 및 설계(Systems Analysis and Design)
Ÿ III. 신속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
Ÿ IV. 시스템 개발(System Development)
Ÿ V. 구현(Implementation)
Ÿ VI. 사후 유지(Postimplementation)

–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지능형 시스템 접근 방법 검증 등 주
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임

Ÿ 문제 정의(Problem Definition)
Ÿ 공식적 필요성 평가
Ÿ 대체 솔루션 평가
Ÿ 지능형 시스템 접근법 검증
Ÿ 타당성 조사
Ÿ 비용 편익 분석
Ÿ 경영 이슈에 대한 고려
Ÿ 개발 팀 구성

– 소규모의 신속한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여 이의 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완전
한 설계를 하는 것이 특징이며, 설계 이후에 단계적 개발을 프로토타이핑
을 이용하여 계속하든지, 구조적 개발로 전환하여 개발함



- 21 -

[그림 7] 지능형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신속 프로토타이핑 위주)

○ 다음 그림과 같이 프로토타이핑 이후에 검증을 거쳐 대규모 구조적 개발을 
하는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도 있다.



- 22 -

[그림 8] 지능형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프로타이핑 이후 대규모 개발)

○ 지식베이스 구축 위주의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식
표현 및 지식 획득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한 프로세스를 활용하기도 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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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문가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나. 자율형 SW 개발 및 유지보수 특성

1) 자율형 SW 개발 특성 및 문제점

○ 에이전트(Agent) 설계를 위한 핵심 개념 3가지
에이전트를 설계/제작하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

경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정의에 포함된 핵심 개념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상황성 (situatedness): (사용자가 아닌) 환경 내에서 센서로부터 입력을 

받고, 특정 방법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수행함 (cf. MYCIN은 사
용자로부터)

– 자율성 (autonomy): 사람이나 다른 에이전트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 자신
의 움직임과 내부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지각능력을 가짐. 전통적인 소프
트웨어 데몬도 자율성을 가지기는 함

– 유연성 (flexibility)
Ÿ 반응적 (responsive): 환경을 인식하고, 그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변화



- 24 -

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반응함
Ÿ 능동적 (pro-active): 환경에 대한 반응이 기회주의적 목표 지향적인 행

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곳에서 행동을 시작
Ÿ 사회적 (socia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다른 에이전트들과 상

호 작용함 즉,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음

2) 자율형 SW 개발 프로세스 및 특징

○ 에이전트와 객체지향 시스템과 비교 
– 유사점
Ÿ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캡슐화 (encapsulation)
Ÿ 메소드화 하는 계산적인 개체로 정의
Ÿ 메시지 전달방식으로 통신

– 차이점
Ÿ 에이전트와 객체들의 자율성의 정도

ü 객체는 프로그램 상태 전반에 걸쳐서 제어가 가능하지만, 그것의 행
위에 대해서는 제어가 불가능

– 객체지향 프로그램밍 (OOP) vs. 에이전트 지향 프로그램밍 (AOP)

구분 객체지향 프로그램밍 
(OOP)

에이전트 지향 프로그램밍 
(AOP)

기본 구성 단위 객체 에이전트

상태 정의 파라미터 무제약 믿음, 위임, 능력, 선택 등 
계산과정

메시지 전송과 응답메시지 
형태

통지, 요청, 제안, 
거절방법들의 
제약조건없음

정직성, 일관성

기본 사항

Everything is Objects.
Attributes + Function
Polymorphism
Inheritance
Language Dependence

Intelligence
Agency
Language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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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시스템 개발에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함
– 21세기의 전실세계 사회, 조직 및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 지원, 관리하

는 진짜 지능형.자율형 시스템의 구현에 있어 자기 채용시스템, 자율 반응
시스템, 자기 회복 애플리케이션, 협업 로보틱스 팀 등은 현재 중요한 이
슈임.

– 소프트웨어어 에이전트는 그러한 기반구조를 구현하는 중요 접근법 중의 
하나임.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의 품질 및 품질 보증 및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아래 그림은 객체지향 등을 포함하는 개발 패러다임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많은 기존 방법론이 있다. 특히,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개발되었다. 

Ÿ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하여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 할 수는 있지만 좋
지 않다.

Ÿ 에이전트와 오브젝트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그 차이는 중요하다. 에이전
트 시스템을 설계하는 객체 지향 분석 및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적합성이 자연스럽지 않고 결과적으로 에이전트를 잘 활용할 가능성
이 적다.

Ÿ 예를 들어, 에이전트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사전 대응적이다. 즉, 그
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의제를 추구한다. 이것은 목표의 관점
에서 실현된다. 방법론은 사전 대응적 에이전트가 명시적 목표 모델링을 
지원해야 한다.

Ÿ 일반적으로 이는 객체 지향 방법론의 일부는 아니다. 반대로 
Prometheus 같은 에이전트 지향 개발방법론은 사전 대응적 에이전트의 
설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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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개발 패러의 진화

○ AOSE(에이전트 기반 소프트웨어공학)는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의 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인공지능 분야에서 파생되었으나,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방법론으로 발전된 것이다[16]
– 이를 위해 다양한 AOSE 프레임워크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트

로포스, 가이아(GAIA),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등이 있다. 
○ Prometheus 방법론이 객체 지향 방법과 크게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에서 에이전트 유형 1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제공
– 메시지를 호(arcs)의 레이블이 아닌 고유 한 구성 요소로 처리
Ÿ 이를 통해 메시지 (또는 이벤트)를 여러 계획에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는 유연성과 견고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 메시지로부터 지각과 행동을 구별하고 지각 처리를 명시적으로 바라본다. 
Ÿ 에이전트는 환경에 위치하므로 에이전트와 해당 환경 간의 인터페이스

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각 처리는 실제 실세계에 있는 에이전트
가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잡음이 많은 장치에서 지각하는 경우에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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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Ÿ 수동 구성 요소 (데이터, 신념)를 활성 구성 요소 (에이전트, 기능, 계획)

와 구별 : 개체 지향 모델링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수동적 개체로 모델링
됨

– 에이전트에 대한 하나의 견해 (의도적 입장)는 믿음과 같은 정신적 태도와 
에이전트에 대한 욕구를 유발한다. 이 견해를 수용한다면 디자인 방법론이 
이러한 측면을 다루기를 바란다. 기존의 비 에이전트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정신적인 태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에이전트 중심의 
방법론(예 : MaSE)이 이 견해를 지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신적 태도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 메테우스 
(Prometheus)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정신적 태
도를 포착한다.

Ÿ Prometheus와 객체 지향 방법론 간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
도 있다. 현재의 객체 지향 방법론은 엔지니어링 에이전트 중심의 소프
트웨어에 충분하지 않지만 관련이 있다.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이며 실
제로 Prometheus 방법론의 많은 측면은 객체 지향 방식과 표기법을 기
반으로 한다.

Ÿ 예를 들어,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는 표준 실행에서 채택된다. 상호 작용 
다이어그램은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UML의 확장인 AUML 자체
가 직접 사용되며, Rational Unified Process (RUP)와 Prometheus는 
명확하게 묘사된 반복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접근법을 공유
한다.

2) 자율형 SW 개발 프로세스 및 특성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은 프로세스가 조직되어야 하는 단계를 규정

하며, 어떤 단계에서 어떤 활동이 실행되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순서가 실
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반복 및 여러 단계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즉, 프로세스 모델은 실제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세부화 할 수 있는 템플릿 

인 뼈대를 정의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 (또는 간단히 "프로세스 모델")은 산출물에 

대한 세분화 된 작업 정의, 지침, 모델링 스타일을 변경하지 않고 사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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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방법론에 
명시되어 있다.

○ Gaia, Tropos, Prometheus와 같은 대부분의 AOSE 방법론은 폭포수형 또
는 진화형 / 증분형 모델을 채택한다. 
– 특히 이러한 방법론은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인 언급도하지 

않고 오히려 표준 폭포수 프로세스 모델을 촉진하거나, 드물게는 거친 점
진적 프로세스 모델을 촉진하게 된다.

○ 주요 AOSE 방법론에 따른 개발  프로세스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1] Prometheus 방법론의 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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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GAIA 방법론의 개발 프로세스

○ AUML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AOSE 개발프로세스를 정리한 AUML-BP 방법
론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요구 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및 테스트와 같이 
RUP 분야의 하위 집합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이다. [18]
– AUML (Agent Unified Modeling Language) 은 지능형 물리적 에이전트 

모델링 기술위원회를 위해 FIPA 재단이 표준화 한 그래픽 모델링 언어입
이다. AUML은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의 확장으로 제안되
었습니다. 지금까지 MAS 모델링에 대한 인정된 표준은 없으며 AUML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할 후보로 부상했다.

– AUBL-BP에서 구현 규칙은 테스트 사례를 반복적으로 작성한 다음 테스
트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코드만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인 TDD 
(Test-Driven Development)을 기반으로 한다. TDD는 복잡한 MAS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다음과 같이 분석, 설계, 구현 단계에서 Agent의 모델링과 관련된 작업이 
추가되어 정의되었다.

Ÿ 에이전트 요구사항 식별 및 약술
ü 작업 설명: 시스템에 대한 에이전트 요구 사항을 포착하여 간단히 기

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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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작업 목적: 시스템의 에이전트 목표를 고려하여 이해 관계자 요구 사
항을 이해하고 이를 개발 팀에 전달

ü 작업 산출물: 지원 에이전트 요구사항, 에이전트, AUML 유스케이스 
모델

Ÿ 에이전트 요구사항 상세화
ü 작업 설명: 시스템에 대한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 요구 사항을 세분화 
ü 작업 목적: 에이전트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 기대와 일치를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
나 이상의 에이전트 요구 사항을 충분히 자세히 상세화 함

ü 작업 산출물: 에이전트, AUML 유스케이스 모델, Agent 스토리, 
Agent 인덱스 카드

Ÿ 에이전트 솔루션 설계
ü 작업 설명: 요소를 식별하고 일부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에이전

트 상호 작용, 동작, 관계 및 데이터를 고안함. 에이전트 디자인을 시
각적으로 렌더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알림

ü 작업 목적: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필요한 동작을 지원하고 아키텍처 
내에서 고품질이며 적합하도록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기술함

ü 작업 산출물: 에이전트, 에이전트 클래스 다이어그램, Agent 
Interaction Protocol Diagram, Agent Collaboration Diagram

Ÿ 아키텍처 요구사항 분석 : 유사한 시스템이나 유사한 문제 영역에서 얻
은 경험을 기반으로 아키텍처에 중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 아
키텍처 후보를 정의함. 아키텍처 패턴, 핵심 메커니즘, 해당되는 경우 시
스템의 모델링 조건을 정의함. 에이전트 아키텍처 요구사항에 동일한 단
계를 적용함

Ÿ 아키텍처 시연 : 계획된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에이전트 요구사항을 충
족시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적어도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함

Ÿ 아키텍처 개발 : (에이전트) 아키텍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어 반복
을 위한(애자일 방법 적용에 따른 반복 개발) 개발 작업의 지침과 지침을 
제공

Ÿ 개발자 테스트 및 솔루션 구현 : 실행을 통해 개별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의 유효성을 검사 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테스트를 구현함. 테스트를 통
과하고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거나 결함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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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현
Ÿ 개발자 에이전트 테스트 및 에이전트 솔루션 구현 : 실행을 통해 개별 소

프트웨어 에이전트의 유효성을 검사 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테스트를 
구현함. 테스트에 합격하고 새로운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하거나 에이전
트 결함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 구현

Ÿ 솔루션 정제 : 업데이트 된 / 리팩토링 된 일부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
한 상호 작용, 동작, 관계 및 데이터가 있는 요소를 식별

Ÿ 에이전트 솔루션 정제 : 업데이트 된 / 리팩토링 된 일부 기능을 구현하
는 데 필요한 상호 작용, 동작, 관계 및 데이터가 있는 에이전트를 식별

          

[그림 13] RUP 단계 및 AUML-BP 조정 원칙

다. 지능형·자율형 SW 개발 및 유지보수 특성
○ 지능형·자율형 SW의 개발 및 품질보증이 어려움 [6]

– 문제점:  지능형·자율형 SW 솔루션은 때로는 채용하기가 어렵다. 지능형·
자율형 SW의 출력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 지능형·자율형 시스템의 위험성 대두
Ÿ 인공 지능 (AI) 기술이 적용된 자율 주행, 안전 운전 시스템 (예 : Visual

인식, 자동 차선 변경, 교차로 교차점을 통한 기계 학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전성이 중요하나, 기계에 의한 의
사 결정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검증(=증명)하는 프로세스가 없다.
ü 인지 시스템에 대한 시험, 검토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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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추적성(Traceability), 책임성(Accountability) 등을 증명하는 프로
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Ÿ 인공 지능 시스템의 상품화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시스템의 공급이 필요함

– 그러나 데이터의 출처나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이 없음
Ÿ 개인 데이터 : 자동차 제조업체마다 개인 (= 사적인) 운전 데이터를 연결

된 자동차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Ÿ 공개 데이터 : 공개 데이터가 없다.

– 실세계적 대응
Ÿ 2010 년 10 월 유엔 의회 의회는 화학, 생물학, 방사성 물질, 핵무기 

(CBRN), 자율 주행 자동차 등의 수퍼 인텔리전스의 위험 / 위협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ü 토론은 단기적으로는 인공 지능의 영향은 "누가 그것을 제어해야 하

는가" 에 달려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공 지능이 제어 가능한가? 아
닌가?“의 문제로 결론지어짐

Ÿ Google과 Nissan은 2014 년부터 자율 주행 기술 확립 노력을 발표했다.
– 위험을 정량화 해야 한다.
Ÿ 그러나, 신경망의 유연성(plasticity)을 "검증"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인공 지능이 결정을 내린다면 나중에 추격 할 수는 없다)
Ÿ 실제 현장에서의 이전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자율 주행을 위한 운전 데

이터는 개인 정보 데이터로 분류 될 수 있어 보안 및 개인 정보 문제가 
있음

Ÿ 법적인 규제 도입: 예) ISO26262 ...

○ 예를 들어 인지 로봇 시스템의 특성과 개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인지 로봇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반응형(Reactive)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Ÿ 로봇 시스템은 STT(speech to text), TTS (texttospeech), 인간 탐지, 

얼굴 인식, 접촉 인식, 로봇의 손, 얼굴 및 바디 컨트롤와 같은 많은 감
지 및 동작 모듈과 상호 작용할 필요가 있다.

– 시스템의 주요 부분이 반응 적으로 작동한다 (시스템의 일부가 아님).
– 흐름 기반 처리는 다소 일부 부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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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동작은 이벤트의 입력 타이밍에 민감하게 의존한다.
– 각 이벤트는 연속된 타임라인 (이산 타임라인이 아님)에서 발생되며 반응 

적으로 처리해야한다.
– 비차단 메시지 / 이벤트 전달은 모듈 통신을 구현한다.
– 공유 메모리와 같은 공유 상태는 채택하기 어렵다.
Ÿ 교착 상태 및 라이브 록과 같은 리소스 충돌로 인해 반응성이 떨어짐
Ÿ 높은 모듈 커플 링 정도로 인해 복원력이 저하됨

– 모듈의 문제는 다른 모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 인지 로봇 시스템 시험 시 문제점

– 연속된 타임라인의 이벤트라서 대상 응용 프로그램을 전통적인 방법의 경
로 또는 플로우 모델로 이해하고 모델링하기가 어렵다.

Ÿ 버그 재연 가능성 없음
Ÿ 많은 버그가 실시간으로 이벤트의 타이밍에 민감하게 좌우되기 때문에 

재현 불가능하다.
– 응용 프로그램 상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Ÿ 반응형 시스템은 공유 상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의 현

재 상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 EventConditionAction 룰을 테스트 하기 위한 성숙한 프레임워크 없음
Ÿ 이론적으로 그러한 도구는 존재할 수 있지만 실용적인 도구는 존재하지 

않음
Ÿ 그러한 ECA 규칙 대응 시스템을 위한 디버거가 없음 (예 : onestep 명

령형 프로그래밍 모델 용 실행 디버거)
– 품질이 낮은 하드웨어 모듈 (여러 번 잘못 될 수 있음)에 따라, 각 버그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움
– 현실 실세계는 입력 이벤트 (예 : 음성 이벤트)를 제공하고 출력 (예 : 손을 

올리는 동작)을 받는데, 
Ÿ 정확한 행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다.
Ÿ 처리 할 수없는 많은 테스트 시나리오가 있다.

– 테스트 완료 기준 없음
– 테스트 완료율 및 기준(전통적으로 경로 커버리지 또는 분기 커버리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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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가 어렵다.

○ 지능형·자율형 SW 시험 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문제점
Ÿ 시뮬레이션이 실제 실세계 현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설명하

기 어렵다.
Ÿ 현실 실세계를 모델링하기 어렵고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파생된 테스트 

케이스의 커버리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 해결 방안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음
Ÿ 접근 방법 1 : 시뮬레이션 접근방법 보완

ü 통계적(Stochastic) 모델 검사 (시스템의 정확도 % 확인을 위한)
ü 확률론적 추론 / 가추법(abduction) (시스템의 환경적 범위를 설명

하기 위해)
Ÿ 접근 방법 2: 너무 많은 시험 케이스를 "모순에 의한 증명"으로 해결

ü 시험 계획 : 모순에 의한 증명
· 먼저 "Complement((필요하거나 허용되는) 전체 수)를 테스트
· "사악한 케이스"(= 최악의 시나리오 정의)를 정의하여 테스트
· 도메인 별 지식 필요

ü 조합 시험 설계(CTD, Combinatorial Test Design)
· 시험케이스를 줄여도 품질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
· 물리적 / 논리적 테스트 갭.
· 우리는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자동으로 

설계할 방법이 없을까?

○ 지능형·자율형 SW의 품질 측정의 문제점 [5] 
– HW와 결합되는데 HW의 품질 메트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
– 지능형·자율형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적 테스트가 문제이다.
Ÿ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학습 및 테스트 단계에서 실행 시간이 길다. 

실패는 최종 단계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 지능형·자율형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적 테스트도 어렵다.
Ÿ 지능형·자율형 알고리즘은 경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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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자율형 소프트웨어는 많은 수의 입력 세트로 작동한다. 모든 입력 
조합에 대한 철저한 테스트는 비실용적이다.

– 학습 단계에서 지능형·자율형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입력 시퀀스가 중요한
다.

– 지능형·자율형 소프트웨어에는 다양한 실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많은 
새로운 응용 분야에서 품질 측정은 재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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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능형·자율형 SW 품질특성 조사

3.1 지능형 SW 품질특성 

○ 지능형 SW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개발도구 및 환경의 구축이 필요함
– 지능형 SW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과 사람이 추

천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비공식적이고 임의적인 형태
로 수행되어 왔다. 

– 지능형 SW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개발도구나 환경의 생성은 지능형 SW
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식 획득과 검증 기술과 도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 전문가 시스템의 특성
Ÿ 전문가 시스템은 좁은, 특수 영역의 인간 전문지식을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높은 품질이 요구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속도도 매우 중요함
○ 인공지능 시스템에서의 품질 특성은 서비스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비기능적 

품질 속성이 중요하다. [10] 
– 인공 지능 시스템은 시스템이 달성해야하는 기능적 요구사항이나 서비스

를 수행 할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고려하여 이동성, 효율
성 등과 같은 비기능적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인공 지능 시스템은 크고 복잡하다. 복잡성을 구조화하는 보다 강력한 방
법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복잡성을 구조화
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Ÿ 시스템의 훌륭한 아키텍처는 기능적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성능, 신뢰성, 이식성, 유지 보수성 등과 같은 시스템의 주요 비기능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

– 완전한 인공 지능 처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Ÿ 지능형 SW는 부분적으로 복잡한 환경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고, 

정보 처리의 하위 분야이지만, 정보 처리에서 필수적인 차이점이 있다. 
ü 정보 처리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이 완료되어야하지만 AI 

처리에서는 복잡한 휴리스틱이 검색을 줄이는 데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 최상의 옵션이 누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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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품질과의 관계 
–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기능적 및 비기능적 요구 사항

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에 개념적 무결성을 제공
하기 위해 구성 요소 / 모듈 및 그 상호 작용의 구조 및 구성을 설명한다. 

– 따라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집약적 시스템의 개발 
측면에서 다음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Ÿ 이해 가능성 : 적절한 수준의 추상화로 대규모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 또한 상위 수준의 설계 제약 조건을 노출함으로써 아키텍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Ÿ 재사용성 : 아키텍처 설계는 대형 구성 요소의 재사용을 지원하고 구성 
요소를 통합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Ÿ 구성 : 아키텍처 설명은 주요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나
타내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Ÿ 진화 : 시스템의 아키텍처 설명은 기능을 구현과 분리하여 성능, 재사용 
성 및 프로토타입 작성과 관련된 문제를 손쉽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Ÿ 분석 : 아키텍처 설명은 품질, 성능, 종속성 등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분
석하기 위한 새로운 속성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로 구축 된 아
키텍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올바른 아키텍처 설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Ÿ 관리 : 소프트웨어의 성공적인 개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주소 지정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선택, 분석 및 평가에 달려 있다.

– 따라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비기능적 품질 요구 사항을 다루는 대형 
소프트웨어 집적 시스템 개발의 첫 단계로 매우 중요하다.

–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의 품질은 소스 코드, 상속 깊이, 경로 수, 복잡성 수
준 등과 같은 측정 기준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측정 기준은 ISO25010에서 
제안한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과 관련이 있다. 

○ 전문가 시스템의 품질 평가 기준
– 전문가 시스템은 개념적 모델링과 온톨로지의 개발이 중요하여 다음과 같

은 품질 평가 기준의 계층구조를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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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개념적 모델링은 선택한 개체와 특정 영역에서의 선택된 현상을 관계를 
식별하고 특징화 하고자 한다.
ü 구해진 개념적 모델링은 도메인 전문가가 사용하는 개념의 의미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Ÿ 온톨로지는 특정 도메인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에게 공유되는 공통 

개념화의 공식적인 명세이다.
ü 온톨로지는 개념적 모델의 의도된 의미를 모델링, 안내, 및 제한하는 

지원으로 제공 될 수 있다.
– 그림의 평가기준은 이러한 온톨로지의 적합성과 개념 모델의 적정성을 평

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림 14] 전문가 시스템의 평가 기준 계층구조

3.2 지능형 SW의 품질 메트릭

○ 기존 SW의 품질을 측정하는 측정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어 지능형 S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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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치에 대한 연구가 있다.[5]
–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생성된 제품은 일반적인 기능 사양, 상위 레

벨 디자인, 하위 레벨 디자인과 같이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이들 제품의 
지속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고, 시스템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여러 단계에 
대해 발표된 몇 가지 표준이 있다. 

– 하지만, 이것은 소프트웨어 공학에 적용 가능하지만 인공 지능 시스템의 
개발에는 적용 할 수 없다.

Ÿ 첫째, 인공 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방법론을 적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능형 시스템은 더 광범위한 기능과 기능을 갖추
고 있기 때문이다.

Ÿ 둘째, 지능형 시스템 개발 방법론은 깊이와 방향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
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지능형 시스템에 유효한 측정 
환경을 구축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

○ 지능형 SW를 4 개의 레이어로 나누고 각각 여러 구성 요소로 구성하고  문
제 해결 계층(개발 단계)의 구성 요소로 품질을 측정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성 요소는 다음 메트릭을 사용하여 측정된다.[5]
– 라인 수(LOC) : 구성 요소 당 실행문 수를 계산
– Cyclomatic Complexity : McCabe가 정의한대로 그래프 이론에 기반한 

메트릭으로 프로그램의 논리적 복잡성을 측정. 이것은 구성 요소를 이해하
고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지표로 간주됨

– 최대 중첩 수준 (MAX_NST) : 구성 요소의 제어 구조에서 중첩의 최대 수
를 측정한다. 과도한 중첩은 구성 요소의 가독성과 테스트 가능성을 감소
시킨다.

– 경로 수 (NO_PATHS) : 구성 요소 당 비주기 경로 수를 계산한다. 컴포넌
트를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 수의 또 다른 지표이다.

– 무조건 점프 (UNCOD_GOTO) : GOTO의 발생 횟수를 계산한다. 일반적
으로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이 문을 피해야한다.

– 설명문 비율 (COM_R) : 실행 문 개수에 대한 설명 줄의 비율로 정의된다.
– Vocabulary frequency (VOC_F) : Halstead에 의해 고유한 피연산자 수

와 연산자의 정의에 필요한 연산자의 합으로 정의된다.
– 프로그램 길이 (PR_L) : 고유 피연산자와 연산자의 발생 횟수의 합으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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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길이를 측정한다.
– 평균 크기 (AVG_SIZE) : 구성 요소의 평균 문 크기를 측정하며 PR_L / 

LOC과 같습니다.
– 입력 / 출력 (NO_IO) 수 : 구성 요소의 입력 및 종료 지점 수를 계산한다.

○ 테스트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메트릭, 즉 VG, MAX_NST, NO_IO에 대한 
미리 정의 된 범위에 대한 적합성이 검사된다. 메트릭은 다음과 같은 실험식
에 따라 사용된다.
– 테스트 가능성 = 0.4 * BVG + 0.4 * BMAX_NST + 0.2 * NO_IO
– 유용성 = 0.4 * BVG + 0.3 * BLOC + 0.3 * BAVG_SIZE
– 가독성 = 0.4 * BVG + 0.2 * BPR_L + 0.2BMAX_NST + 0.2 * 

BAVG_SIZE
– 유지율 = 0.3 * BVG + 0.3 * BMAX_NST + 0.2 * NO_IO + 0.2 * 

BCOM_R

3.3 자율형 SW 품질특성

○ 기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품질 측정이 에이전트 성능과 수행시간 품질에
만 초점을 두고 있음. 자율형.지능형 시스템에서의 새로운 복잡성을 이해, 평
가,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에이전트의 기술 및 문서화 품질은 현재 경험 및 OO 패러다임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음. OO 경험이 MAS에 유용한지는 더 많은 분석과 사례연
구가 필요함

–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의 SW품질보증은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성능, 보안성, 사용성 등의 소프트웨어(에이전트)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

은 다른 IT 시스템에도 의미가 있음. 
○ 일반적으로 품질 특성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발 

프로세스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로봇 SW의 개발에 중요한 품질 특성

– 모듈성(Modularity): HW 드라이버, 실실세계 모델링 및 행위적 의사결정 
까지 포함하는 여러 기능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개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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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Diversity) : 플랫폼, 개발언어, 개발 환경 등에 따라 각 기능 컴포
넌트 들은 다른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음

– 이질성(Heterogeneity) : 여러 자율 로봇의 그룹에서 통신 및 협업을 위하
여 이질성의 관리 문제가 큼

– 조기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 : 종종 시험적 성격이 많아서, 새
로운 기능 컴포넌트의 통합이 간단하고 편해야 함

○ SW 에이전트의 자율성 관련 품질 특성 [26]
–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특징 : 에이전트의 품질은 에이전트가 지향하는 소

프트웨어 분야에서 사회적 능력, 자율성, 능동성, 적응력, 지능 및 이동성 
(에이전트가 이동 가능한 경우) 등의 품질 속성 집합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특성은 일련의 측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에이전트 자율성은 외부 개입, 감독 또는 통제로부터의 자유로 해석되는 
특성이다.

– 에이전트의 자율성은 자기통제 능력, 기능적 독립성 및 진화 능력이라는 
세 가지 주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Ÿ 자기통제 능력: 자기 통제 능력은 에이전트가 자신의 상태와 행동에 대
해 가지고 있는 통제 수준에 의해 식별됨. 
ü 에이전트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자체 제어가 효과적이고 신속해

야 하며, 더 복잡한 상태 일수록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다.
ü 이는 에이전트의 내부 상태가 단순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조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크기여야 함을 의미한다.  
ü 훌륭한 자기 통제는 에이전트의 내부 상태 (구조적 복잡성과 내부 상

태 크기의 함수로 평가됨)와 그 동작의 복잡성의 복잡성에 달려 있
다.

Ÿ 기능적 독립성 (Functional Independence) : 에이전트의 자율성은 구
조적 및 기능적 의존성의 함수이다
ü 기능적 의존성은 에이전트가 나타내는 사용자 또는 다른 에이전트를 

대신하여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요구하는 실행 작업과 관련된다. 
ü 훌륭한 기능적 독립성은 에이전트가 많은 임무를 수행 할 필요가 없

음을 나타낸다.
Ÿ 진화 능력 (Evolution Capability) : 에이전트의 진화는 에이전트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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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새로구좆ㄱ운 목표에 맞게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ü 좋은 진화 능력은 상태 업데이트 용량과 상태 업데이트 빈도에 달려

있다.

3.4 자율형 SW 품질 메트릭

○ 자율성 측정 메트릭
– 자기통제 능력, 기능적 독립성 및 진화 능력에 대한 에이전트 속성에 대한 

측정 방법을 제시한다. 이 속성은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정의한다. 
– 자기통제 능력 : 자기통제 능력 속성은 다음과 같은 메트릭을 사용하여 측

정 할 수 있다.
Ÿ 구조적 복잡성 (SC) : 상태 구조의 복잡성은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포인

터 또는 참조의 양과 복잡성에 의해 결정된다
Ÿ 내부 상태 크기 (ISS) : 내부 상태 크기는 에이전트의 내부 상태를 정의

하는데 필요한 변수의 크기와 수에 따라 결정된다. ISS는 에이전트의 가
변 크기를 측정한다. 

Ÿ 행동 복잡성 (BC) :이 메트릭은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복잡성을 
평가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에게만 적용됨). 서비스의 복잡성
은 에이전트 구현 방법의 차이 (객체 지향, 지식 기반 시스템 등)에 따라 
다르다.

– 기능적 독립성 : 기능적 독립 특성은 다음 측정치를 사용하여 측정 할 수 
있다.

Ÿ 실행 메시지 비율 (Executive Message Ratio : EMR) : 에이전트가 나
타내는 실행 메시지 (조치 필요) 또는 수신된 모든 메시지에 응답해야 하
는 다른 에이전트 비율 메시지 (통신 활동 고려). 

– 진화 능력 : 진화 능력 속성은 다음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측정 될 수 있다.
Ÿ 상태 업데이트 역량 (State Update Capacity: SUC ): 이 정적 측정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상태 업데이트 기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에
이전트의 상태는 이벤트가 변수 값을 변경하는 다양한 이벤트 발생에 종
속적인 변수 세트에 의해 정의되며 따라서 에이전트 상태로 정의된다. 

Ÿ 상태 업데이트율 (Frequency of State Update: FSU) : 이 측정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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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트 상태를 정의하는 변수를 실행하는 동안 상태 업데이트 빈도의 영향
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지식의 용도에 따라 이 변화의 빈도는 에이전
트의 예측 가능성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에이전트 적용 도메인별 품질 측정치
– 에이전트가 활용되는 도메인에 따라 품질의 핵심에 되는 성능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정리한 것이 다음 그림이다.

    

[그림 15] 에이전트 유형별 성능 측정치(PEAS 기술)

○  SW 에이전트에서의 품질 측정치의 활용
–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기본적인 품질측정치를 정리한 연구가 있고 아래의 

그림이 그 결과이다.
– 전반적으로 성능 측정치, 적합성 측정치, 커뮤니케이션 측정치 등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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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될 수 있다.

[그림 16] SW 에이전트의 측정치 활용 개요

3.5 지능형·자율형 SW 품질특성

○ 대표적인 지능형·자율형 시스템인 멀티에이전트 시스템(MAS)의 품질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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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와 연관하여 분석한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16]
– 대표적인 품질 특성은 예측성(Predictability), 보안성(Securit), 적응성

(Adaptability), 협동성(Cooperativity), 호환성(Competivity), 가용성
(Availability), 고장허용성(Failability-Tolerance), 모듈성(Modularity), 
통합성(Aggregability) 등으로 조사됨

3.6 지능형·자율형 SW 품질 메트릭 

○ 멀티에이전트 시스템(MAS)의 신뢰요인을 연구하고 이 신뢰요인과 품질특성 
및 품질 측정치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26]

s-i-5 pyr Jo-ve bidd Ar-le hi-co Co-op
예측성(Predictability) + ++ + -- - -
보안성(Security) + ++ + -- -- -
적응성(Adaptability) + ++ ++ + + ++
협동성(Cooperativity) + ++ + - - + ++
호환성(Competivity) - - - ++ ++ + +
가용성(Availability) + + ++ - -- + --
고장허용성(Failability
-Tolerance) -- -- ++ -
모듈성(Modularity) ++ - + ++ + + --
통합성(Aggregability) ++ ++ +

[표 8] MAS 품질속성과 아키텍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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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신뢰 요인을 고려한 MAS이 품질 특성 및 측정치

3.7 안전성이 중요한 지능형·자율형 SW 품질특성

○ 자율성과 관련된 병목 현상은 자율 시스템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특히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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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능형·자율형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 실세계 모델 구축 및 유지가 중요함

– 지능형 자율 시스템은 행동 선택과 결정을 정확하게 추론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환경 모델을 필요로 하며, 보통 강한 통계적 상관관계로 언제나 
모델은 실제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자가 운전 차량이 내린 결정과 행동의 정확성은 도로 개체 (차
선 마커, 트랙 등), 매 시간마다 실세계 모델을 채우는 다른 차량 및 보행
자의 정확성에 크게 의존한다. 

– 예를 들어 자가 운전 차량은 시력, 레이더, 레이다 및 / 또는 레이저 센서 
데이터의 조합에 의존 할 수 있다. 각 센서는 특정 조건에서 최적으로 작
동하며, 전체 센서 세트가 모든 가능한 작동 조건에서 높은 신뢰도의 실세
계 모델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또한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시스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계속해서 
실세계 모델의 성능 저하를 알 필요가 있다. 

– 정확하고 신뢰할 수있는 실세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센서 데이터의 융
합이 주로 알고리즘의 문제이지만 주제를 둘러싼 몇 가지 아키텍처 문제
가 있다. 서브 시스템은 서브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하는 부
분적인 실세계 모델을 필요로 할 수 있다. 

– 동시에, 개별 하위 시스템 내에서 불필요하고 복제 된 모델 구축 활동을 
방지하고 단일 데이터 소스를 확보하기 위한 범 실세계 공통 모델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 사용자 상호 작용
– 자율 시스템은 반드시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사용자 참여를 줄여야 한다. 

필요한 사용자 참여가 유지되거나 그 이상인 경우 자율권은 즉각적인 혜
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 동시에, 시스템은 사용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의 투명성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해야합니다. 

– 불행하게도, '투명성'이 의미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으며, 그것을 달
성하기 위한 확립된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

– 자동화와 자율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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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저하시킨다.
Ÿ 예를 들어, 최근 연방 항공 관리국 (FAA) 보고서는 조종사의 경우 기본적

인 '스틱 및 러더' 기술의 저하 이외에 자동 비행 시스템이 조종사가 조기
에 신속하게 복구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복잡성과 기능 상호 작용
– 아키텍쳐가 복잡해지면서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을 동시에 분리하고 가져 

오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자율 시스템 내에서 (종종 상반되는) 목표의 
증가와 함께, 시스템의 인지 복잡성을 현저히 높인다.

– 복잡성이 증가하면 시스템의 테스트 케이스 범위, 검증 및 유효성 검사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복잡성의 결과 중 하나는 기능 상호 작용입니다. 기능 상호 작용은 서브 
시스템 / 기능의 동작이 다른 서브 시스템 / 기능의 동작과 간섭하여 예
기치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시스템 레벨 동작을 야기 할 때 발생한다.

– 지능형.자율형 시스템은 시스템 작동 중 기능 상호 작용을 해결하는 메커
니즘을 필요로 한다.

○  '추가 기능' 속성
– 추가 기능적 특성은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스템의 특성으로 종종 시스템의 품질 속성과 관련이 있다. 
– 기능 외적인 속성의 예로 안전성, 신뢰성, 유지 보수성, 확장성 등을 들 수 

있다. 
– 중복성 (Redundancy) : 안전 엔지니어는 시스템이 운영 환경에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율 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종종 중요 센서, 액추에이터 및 통신 및 연산 설비에 중복
성을 제공함으로써 추가된다.

– 결정성 / 예측 가능성:  안전성이 중요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결정론적인 
작동을 입증해야 한다.

– 자율 시스템의 안전 표준 안전 관련 문제로 인해 지능형 자율 시스템의 안
전성을 개발하고 보장하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Ÿ IEC 61508: 이 표준은 대부분의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에 적용 할 수 있
다. 이는 요구되는 위험 감소 수준 (RRL), 즉 최종 제품의 인지된 임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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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최종 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이러한 수준을 SIL (안전 무결성 수준)이라고 한다.
ü SIL 1은 위험이 가장 낮은 경우이고 SIL 4는 가장 높은 것이다. 

Ÿ ISO 26262]: 이 표준은 자동차 도메인에 채택된 IEC 61508의 특수 버전
이다. 이 표준에서 RRL은 자동차 SIL (ASIL)이라고 하며 ASIL A는 가
장 낮은 위험 감소를 제공하고 ASIL D는 가장 높다.

4. 기존 SW 품질특성 대비 차이점과 공통점 분석 

4.1 기존 SW 품질특성 분석

○ 많은 저자들이 품질을 정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품질이라고 
한다. 
– 사용 적합성
– 특정 요구 사항 준수
– 결함, 불완전 또는 오염이 없음
– 우수성
– 고객 만족

○ ISO 8402 
– 정의 : 명시되고 암시 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개체

의 전체 특성 
– 품질은 간단한 공식 Q = P / E로 표현할 수도 있다. 
Ÿ 여기서 P는 성능 또는 결과, E는 고객 기대치이다. 
Ÿ Q = 1 일 때, 고객 기대치가 충족되고 완전한 고객 만족도가 달성되며 

이는 이상적인 것이다. 
– ISO에 따른 품질 개념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제품 또

는 서비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때 품질을 가
진다.

–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궁극적인 생존은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품질은 제품 개발의 핵심 과제를 형성하며 이는 
옵션이 아니라 프로세스 및 제품의 필수적인 특성이다.

○ FURP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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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 Grady와 Hewlett Packard Co.가 제안한 FURPS 모델은 요구 
사항을 입력과 예상 출력에 의해 정의된 기능 요구사항과 유용성, 신뢰성, 
성능 및 지원 가능성으로 정의된 비기능 요구 사항의 두 가지 범주로 분해
한다.

– FURPS는 기능, 유용성, 신뢰성, 성능 및 지원 가능성을 구성하는 5 가지 
특성을 고려한다. 

Ÿ 이 모델의 한계는 이식성이라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를 설명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 Dromey의 품질 모델
– Dromey는 ISO 9126의 여섯 가지와 Reusability and Process maturity

라는 8 가지 고급 품질 특성으로 구성된 모델을 선포했다. 
– 이 모델은 품질과 관련된 세 가지 프로토타입에 대한 프로세스 모델링에 

대한보다 역동적 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Ÿ (I) 구현 품질 모델 
Ÿ (ii) 요구 품질 모델 
Ÿ (iii) 설계 품질 모델. 

– Dromey 모델은 특성의 특성과 품질의 하위 특성 간의 관계를 제공한다. 
또한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시도하였다.

○ ISO/IEC 25010 품질모델
– ISO/IEC 25000 시리즈는 SQuaRE(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라 불리며 그림과 같이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관리, 품
질 모델, 품질 요구명세, 품질측정 및 품질평가 등을 다루는 다섯 개 부분
으로 이루어져 있다. 

–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IEEE에서는 컴포넌트,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가 명시
된 요구사항과 사용자/고객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말하며, 
ISO/IEC 25010에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 특징으로 정의한다.

– 이러한 품질은 품질 목표 수립, 기능 명세 및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 보완, 
테스트 설계 및 테스트 케이스 도출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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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인 ISO/IEC 25010 품질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8가
지의 주 특성으로 정의한다.

Ÿ ISO/IEC 25010 표준은 그림과 같이 소프트웨어의 품질 특성과 부특성
을 분류한 표준이다.

– ISO/IEC 9126 품질특성 모델을 개정한 것으로, 전체 8개의 품질 특성별
로 부특성이 정의되어 있다. 

            
[그림 18] ISO/IEC 25000 시리즈 구조

[그림 19] ISO/IEC 25010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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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특성 내용 부특성 내용

기능성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 시키는 능력

기능성숙도 명시된 요구사항 구현 정도

기능정확도 정의된 정밀도에 따라 정확하게 결과를 
제공하는 정도

기능타당성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 소프트웨어가 도움을 
주는 정도

사용성 사용자가 이해하고 
배우기 쉬운 정도

타당성 식별력 사용자의 요구에 적절한 기능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

학습성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배워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

운용성 제품 혹은 시스템이 작동 및 제어를 쉽게 할 
수 있는 정도

사용자 오류 
보호

소프트웨어가 발생한 오류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정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미학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정도

접근성 연령과 장애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정도

효율성
적절한 자원의 
사용 및 적정한 
반응시간 정도

시간 반응성 기능 수행 시 응답, 처리시간과 처리율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요소 활용 기능 수행시, 사용되는 자원의 유형 및 양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

기억 용량
제품 혹은 시스템 파라미터(최근 사용자 수, 
통신 대역폭, 데이터베이스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양등)의 최대 한계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

신뢰성
규정된 환경에서 
결함 없이 의도된 
기능 및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

성숙성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표준적 환경에서 
신뢰도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

가용성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용 및 접근이 
가능한 정도

결점완화
시스템, 제품 및 구성요소가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의도한대로 작동해야 함

회복 가능성 중단 및 실패 발생시, 제품 혹은 시스템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정도

이식성
지원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는 능력

적용성
제품 혹은 시스템이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혹은 기타 사용 환경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

설치성 제품 또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설치 및 제거 
될 수 있는 정도

대치성
제품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다른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대체 될 수 
있는 정도

유지보수
성

소프트웨어의 수정 
및 변경의 용이성 모듈성 최소의 영향을 가진 개별 구성요소로 구성된 

정도

[표 9] ISI/IEC 25010 소프트웨어 품질특성 및 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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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존 SW 품질 특성과 지능형·자율형 SW의 품질 특성과 차이점 분석

○ 지능형.자율형 SW의 품질 특성 중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비기능
적 품질 속성이 중요하며, 이동성, 효율성, 성능, 신뢰성, 이식성, 유지 보수
성 등이 중요하다. 
– 이는 기존 SW의 품질특성과 별 차이가 없다.
– 단 이를 측정하는 메트릭은 지능형·자율형 SW의 구조로 인하여 기존 SW

의 품질메트릭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Ÿ 지능형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방법론을 적용 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지능형 시스템은 더 광범위한 기능과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Ÿ 지능형 시스템 개발 방법론은 깊이와 방향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다. 그

재사용성 자산이 하나 이상의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고, 기타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정도

분석성 시스템 변화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평가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공하는 정도

수정가능성 제품 혹은 시스템이 장애 없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정도

시험가능성 제품 사용 전, 사용에 필요한 검증 기능 제공 
여부

상호운용
성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 연동 능력

공존성
다른 소프트웨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 및 자원을 공유하면서 요구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상호운용성
 혹은 그 이상의 시스템, 제품 혹은 
구성요소가 정보를 교환하거나 교환된 정보를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보안성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

기밀성
제품 혹은 시스템은 반드시 권한이 있는 
데이터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

무결성
시스템, 제품 혹은 구성요소가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에 대해 무단으로 접근 
혹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

부인 방지 사건 및 행위 후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행동 
및 사건에 대해 입증되는 정도

책심성
시스템 내의 각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하여 
언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록하여 필요 
시 그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

진본성(인증성) 사전 및 행동에 대해 행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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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다른 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지능형 시스템에 유효한 측정 환경을 
구축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

○ 완전한 지능형·자율형 처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기존 SW이 품질특성 중의 하나인 기능적합성
은 다르게 측정 및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능형 시스템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개념적 모델의 적정성과 온톨로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여러 부특성 들이 기존의 SW와는 다르다.

○ 자율형 시스템의 품질특성 중 성능, 보안성, 사용성 등의 소프트웨어(에이전
트)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른 IT 시스템에도 의미가 있다. 
–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특징으로, 에이전트의 품질은 에이전트가 지향하

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사회적 능력, 자율성, 능동성, 적응력, 지능 및 이
동성 (에이전트가 이동 가능한 경우) 등의 품질 속성 집합으로 결정되는 
것이 기존 SW와는 차별되는 점이다.

– 에이전트의 자율성은 자기통제 능력, 기능적 독립성 및 진화 능력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부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기존 SW 품질특성과는 다른 
점이며, 물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메트릭도 확연히 다르다.

– 에이전트가 활용되는 도메인에 따라 품질의 핵심에 되는 성능 측정치 및 
품질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기존 SW품질특성과 별 차이가 없다.

○ 지능형·자율형 시스템인 멀티에이전트 시스템(MAS)의 대표적인 품질 특성은 
예측성(Predictability), 보안성(Securit), 적응성(Adaptability), 협동성
(Cooperativity), 호환성(Competivity), 가용성(Availability), 고장허용성
(Failability-Tolerance), 모듈성(Modularity), 통합성(Aggregability) 등으
로 기존 SW의 품질특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기존 SW의 품질특성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발 
프로세스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지능형·자율형 시스템의 품질
특성은 개발 프로세스 및 방법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기존 SW의 품질특성은 주로 아키텍처의 개념적 무결성을 제공하고 개발

된 SW이 품질을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 반면에 지능형·자율형 시스템은 크고 복잡하여, 복잡성과 자율성을 구조화

하는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설계 및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 프로세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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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 특히 안전성이 중요시 되는 자율형 시스템이 경우에는 특히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한 여러 활동 및 기법들이 강제되어 프로세스 및 방법론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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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新)SW품질인증모델 구성(안) 수립

5.1 지능형·자율형 SW 품질 보증을 위한 주요 개발/관리 활동 분석

○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문제 식별 및 시스템 접근법 검증을 위한 활동 추가
로 지능형 시스템의 접근방법을 검증해야 함
– 문제 정의(Problem Definition) : 명확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 정보를 제공
– 공식적 필요성 평가 :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공식적인 필요성 평가를 실시
– 대체 솔루션 평가: 전문가의 사용, 교육과 훈련, 패키지 된 지식, 기존 소

프트웨어, 인터넷 지식 습득 등
– 지능형 시스템 접근법 검증(Verification of an Expert Systems 

Approach) : 전문가/추론 접근법이 필요한가? 다른 구축 방법이 효과적
인가?를 체크함

Ÿ 지능형 시스템의 적절성 확인 (3 요소 고려)
ü 문제의 본질 : 상징적 구조와 발견적 방법
ü 업무의 복잡성 : 인간 전문가에게는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
ü 문제의 범위 : 관리 가능한 크기와 실제 가치
ü 문제의 선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타당성 조사
Ÿ 경제 (재정) : 우리는 그것을 구축해야합니까?
Ÿ 기술 : 우리는 그것을 구축 할 수 있습니까?
Ÿ 조직적 : 우리가 그것을 구축한다면 그들은 따라올 것인가?

– 비용 편익 분석
Ÿ 프로젝트 생존력 결정
Ÿ 종종 매우 복잡합니다.
Ÿ 비용 및 이점 예측 어려움
Ÿ 많은 사람들이 질적이다.
Ÿ 지능형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 경영 이슈에 대한 고려
Ÿ 프로젝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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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챔피언 식별
Ÿ 최고 경영진 지원 수준
Ÿ 최종 사용자 참여, 지원 및 교육
Ÿ 자금 조달의 가용성
Ÿ 다른 자원의 가용성
Ÿ 법적 및 기타 잠재적 제약

– 개발 팀 구성
Ÿ 팀은 단계에 따라 다름: 일반적인 개발 팀, 전문가, 지식 엔지니어, 정보

시스템 인력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개념 설계 및 계획, 개발 전략, 지식 정보원 
확보, 개발 환경, 개발도구, 소프트웨어 등을 선정하여야 함
– 개념 설계 및 계획
Ÿ 시스템의 일반적인 아이디어
Ÿ 시스템의 일반 기능
Ÿ 다른 주요 정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Ÿ 위험 영역
Ÿ 필요한 자원
Ÿ 예상 현금 흐름
Ÿ 팀 구성
Ÿ 나중에 상세 설계를 위한 기타 정보
Ÿ 설계가 완료된 후 개발 전략 결정

– 개발 전략
Ÿ 자체 개발, 아웃소싱, 혼합된 접근 방식

– 지식 정보원:  전문가 선택
Ÿ 전문가
Ÿ 지식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경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Ÿ 선정 문제

ü 누가 전문가를 선정합니까?
ü 전문가를 식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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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여러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해야 할 일
ü 전문가가 협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 컴퓨팅 리소스
Ÿ 소프트웨어 분류 : 기술 수준

ü Specific expert systems
ü Shells
ü Support tools
ü Hybrid Systems (environments)
ü Programming languages
ü NEW

· Object-oriented Programming (OOP) 
· Internet/Web/Intranet-based Tools

– 도구로 전문가 시스템 구축
Ÿ 문제에 맞는 소프트웨어 선정 
Ÿ HW 지원

○ 반드시 소규모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여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검증한
다.
– 소규모 프로토타입 구축: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Ÿ ES 개발에 결정적인 요소
Ÿ 소규모 시스템
Ÿ 지식 표현 포함
Ÿ 적은 수의 규칙
Ÿ 개념 증명
Ÿ 신속한 프로토 타이핑 프로세스

– 테스트, 개선, 확장
– 데모 및 타당성 분석
– 완전한 설계를 마침

○ 시스템 개발: 프로토타이핑 계속(애자일, Waterfall, 반복/점증적 개발 모두 
좋음)
– 지식베이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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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식을 획득하고 적절하게 기술
ü 잠재적 솔루션 정의
ü 입력 사실 정의
ü 개요 개설
ü 의사 결정 트리 그리기
ü 지식 맵(매트릭스) 생성
ü 지식베이스 생성
ü 지식베이스의 테스트, 평가 및 개선

· Modified Turing Test, Iterative Process of evaluation 등
○ 시스템 구현

Ÿ 이용자의 수용
Ÿ 설치, 데모, 배포
Ÿ 오리엔테이션, 트레이닝
Ÿ 보안
Ÿ 문서화
Ÿ 통합, 현장 테스트

○ 요구사항이 불분명한 부분은 모델기반 명세화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원하는 
역량 요구 사항을  "원하는" 및 "최소" 요구사항으로 더 세분화 하여 정의
– 원하는 역량 요구사항은 인간 전문 지식과 관련하여 정의되며 해당 시스

템이 얼마나 잘 수행 될 것으로 기대되는지 설명한다
– 최소 역량 요구사항은 수행이 얼마나 나쁜지를 결정해야 한다.
– 최소 역량 요구 사항은 시스템 안전 사양과 많은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 원하는 역량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역량 

요구사항은 때로는 정확한 정의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최소 역량 요구
사항의 만족은 쉽게 테스트 될 수 있다.  

○ 설계가 어려운 부분은 지능형·자율형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명세화 
함
– 가능할 경우 Simullink 등으로 모의 실험을 통한 모댈링
– 자율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석, 설계, 구현 단계에서 Agent

의 모델링과 관련된 작업이 추가하여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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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에이전트 요구사항 식별 및 약술
ü 작업 설명: 시스템에 대한 에이전트 요구 사항을 포착하여 간단히 기

술함
ü 작업 목적: 시스템의 에이전트 목표를 고려하여 이해 관계자 요구 사

항을 이해하고 이를 개발 팀에 전달
ü 작업 산출물: 지원 에이전트 요구사항, 에이전트, AUML 유스케이스 

모델
Ÿ 에이전트 요구사항 상세화

ü 작업 설명: 시스템에 대한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 요구 사항을 세분화 
ü 작업 목적: 에이전트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 기대와 일치를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
나 이상의 에이전트 요구 사항을 충분히 자세히 상세화 함

ü 작업 산출물: 에이전트, AUML 유스케이스 모델, Agent 스토리, 
Agent 인덱스 카드

Ÿ 에이전트 솔루션 설계
ü 작업 설명: 요소를 식별하고 일부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에이전

트 상호 작용, 동작, 관계 및 데이터를 고안함. 에이전트 디자인을 시
각적으로 렌더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알림

ü 작업 목적: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필요한 동작을 지원하고 아키텍처 
내에서 고품질이며 적합하도록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기술함

ü 작업 산출물: 에이전트, 에이전트 클래스 다이어그램, Agent 
Interaction Protocol Diagram, Agent Collaboration Diagram

Ÿ 아키텍처 요구사항 분석 : 유사한 시스템이나 유사한 문제 영역에서 얻
은 경험을 기반으로 아키텍처에 중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 아
키텍처 후보를 정의함. 아키텍처 패턴, 핵심 메커니즘, 해당되는 경우 시
스템의 모델링 조건을 정의함. 에이전트 아키텍처 요구사항에 동일한 단
계를 적용함

Ÿ 아키텍처 시연 : 계획된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에이전트 요구사항을 충
족시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적어도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함

Ÿ 아키텍처 개발 : (에이전트) 아키텍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어 반복
을 위한(애자일 방법 적용에 따른 반복 개발) 개발 작업의 지침과 지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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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개발자 테스트 및 솔루션 구현 : 실행을 통해 개별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의 유효성을 검사 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테스트를 구현함. 테스트를 통
과하고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거나 결함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
를 구현

Ÿ 개발자 에이전트 테스트 및 에이전트 솔루션 구현 : 실행을 통해 개별 소
프트웨어 에이전트의 유효성을 검사 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테스트를 
구현함. 테스트에 합격하고 새로운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하거나 에이전
트 결함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 구현

Ÿ 솔루션 정제 : 업데이트 된 / 리팩토링 된 일부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
한 상호 작용, 동작, 관계 및 데이터가 있는 요소를 식별

Ÿ 에이전트 솔루션 정제 : 업데이트 된 / 리팩토링 된 일부 기능을 구현하
는 데 필요한 상호 작용, 동작, 관계 및 데이터가 있는 에이전트를 식별

○ Knowledge representation (지식 표현)의 문제점은 개념설계, 개발전략 수
립, 지식정보원의 확보, 개발환경 및 도구 선정 등을 통하여 보완한다.

○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동작 평가 및 테스팅이 어려운 문제
– 소프트웨어 안정성 평가 및 동적 테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요구 사

항 및 사양 문서의 가용성-최소한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였는지를 판
단할 수 있는 정도로-에 달려 있다. 

Ÿ 따라서 소프트웨어 안정성 및 동적 테스트를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적용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의 요구 사항 및 사양을 얻는 문제와 이러한 요구 
사항 및 사양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평가해야 한다.

– 그러나 일부 기술은 보증에 유용하다.
Ÿ 목표 접근방법 : 품질을 보증할 범위를 명확히 함
Ÿ 논리적 추론 :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아내는 가추법(abduction)(거꾸로 

추론해 나가기(reasoning backward))
–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별
Ÿ 지능형·자율형 SW 품질 보증의 원칙에 대한 여러 관점
Ÿ 지능형·자율형 SW 품질에 대한 견고성 : "데이터 오염", "불충분 한 데이

터", "편향된 데이터", "분류 실패"에 대하여 대비함
– 결함 엔지니어링 : 이전에 경험한 결함을 수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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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연어 처리, 데이터 분석 패턴, 기능, 속성 등과 관련된 결함을 수집한
다.

Ÿ 사악한 데이터임을 고려: 결함, 실패에 대한 지식이 지능형·자율형 분야
의 성공의 핵심이다.

○ 지능형·자율형 SW의 시험 시 문제점 해결 방안 
– 문제점
Ÿ 시뮬레이션이 실제 세계 현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Ÿ 현실 세계를 모델링하기 어렵고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파생된 테스트 케

이스의 커버리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 해결 방안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음
Ÿ 접근 방법 1 : 시뮬레이션 접근방법 보완

ü 통계적(Stochastic) 모델 검사 (시스템의 정확도 % 확인을 위한)
ü 확률론적 추론 / 가추법(abduction) (시스템의 환경적 범위를 설명

하기 위해)
Ÿ 접근 방법 2: 너무 많은 시험 케이스를 "모순에 의한 증명"으로 해결

ü 시험 계획 : 모순에 의한 증명
· 먼저 "Complement((필요하거나 허용되는) 전체 수)를 테스트
· "사악한 케이스"(= 최악의 시나리오 정의)를 정의하여 테스트
· 도메인 별 지식 필요

ü 조합 시험 설계(CTD, Combinatorial Test Design)
· 시험케이스를 줄여도 품질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
· 물리적 / 논리적 테스트 갭.
· 우리는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테스트케이스를 자동으로 

설계할 방법이 없을까?
○ 개발의 복잡성을 관리하고 세스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

가지의 선택적 개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Simulink 모델 및 코드 생성기
– 자연 언어의 텍스트 요구 사항 및 AOSE 기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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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안전성이 중요한 지능형·자율형 SW의 안전수명주기 활동 정의

○ SW의 안전수명주기는 NIPA에서 제공하는 “SW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
통 가이드”를 참고하여 정의 할 수 있다.
– ISO/IEC 61508의 전체 안전성 수명주기는 적용하지 않고, “SW신뢰·안전

성 확보를 위한 공통 가이드”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안전수명주기의 기
능안전관리 활동만 적용한다.

Ÿ 조직의 기능안전성 관리 및 HW 안전성 관리는 제외함.  이를 적용하면 
전반적으로 기능안전성 심사 및 인증을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여기서는 SIL 2 를 기준으로 각 활동을 적용하고자 한다. 
Ÿ SIL 2 수준은 모두 R, 권고 수준이므로 관련 Technique/Measure를 

필수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 SP인증기준의 활동기준에도 적합하다.

[그림 20] 전체 안전 수명주기(IEC61508) 및 SW 안전 수명주기

○ 지능형·자율형 SW주 안전성이 중요한 SW의 개발에 적용할 SW 안전 수명주
기를 V&V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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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안전 SW수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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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활동 산출물

개발 활동 확인검증 활동(품질보증) 기능안전 활동(안전관리) 입력물 출력물

SW계획 (SP)
1.1.1
1.1.2
1.1.3

SW 개발계획 수립
SW 개발환경계획   수립 SW 
개발표준 수립

1.2.1
1.2.2
1.2.3

SW 검증계획 수립 SW 
개발계획 평가 확인검증 작성

1.3.1
1.3.2 SW 

SW
안전 분석 안전계획 수립

개발   계획
RFP, 고객/시스템 요청사항
위험/안전 기록
EUC 환경 및 관련 정보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SP-D-01]   SW 개발계획서 [SP-D-02] SW 
안전계획서
[CM-V-01] SW 확인검증 계획서 [CM-V-02] 
SW 확인검증 보고서 [CM-V-03] 
형상관리계획서

SW요구분석 
(SR)

2.1.1
2.1.2

요구사항명세 추적성 유지
2.2.1
2.2.2
2.2.3

SW요구사항 평가 
요구사항테스트명세서 작성 
SW요구사항확인검증 작성

2.3.1
2.3.2

SW 
SW

요구사항 안전평가  
 안전기록 작성

수행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시스템 안전성 요구사항
시스템 구조 기술서
SW   개발계획서
SW   확인검증계획서
SW안전계획서

명세서 [SR-D-01]   SW 요구사항명세서 [SR-D-02]   
SW 안전기록
[SR-V-01] SW 요구사항   안전성분석 보고서

SW설계 (SD)
3.1.1
3.1.2
3.1.3
3.1.4
3.1.5

SW 구조 설계
SW 설계명세서   정의
SW 통합테스트   명세서 작성 
SW 모듈설계 명세서 작성 SW 
모듈테스트명세서 작성

3.2.1
3.2.2
3.2.3
3.2.4

SW 설계 평가 
통합테스트명세서 검증 SW 
모듈테스트명세서 검증 
확인검증 작성

3.3.1
3.3.2
3.3.3

SW설계 안전평가 수행 
SW 모듈안전평가 수행 
SW 안전기록 작성

SW 요구사항   명세서
시스템 안전성 요구사항
시스템 구조 기술서
SW개발계획서
SW   확인검증계획서
SW안전계획서

명세서
[SD-D-01] SW 설계 명세서
아키텍처/시스템/모듈
[SD-D-02]   SW 단위시험 계획서 [SD-D-03] 
SW 통합시험 계획서
시스템/아키텍처/HW SW   통합 [SD-D-04] 
SW   코딩 메뉴얼
[SD-V-01] SW   설계 안전성분석 보고서

SW구현 (SC) 4.1.1 SW 모듈 구현 4.2.1
4.2.2

SW 구현 평가   확인검증 작성 4.3.1
4.3.2

SW 
SW

구현 안전평가 
수행 안전기록 
작성

SW 모듈설계   명세서
시스템 안전성 요구사항
SW개발계획서

명세서 [SC-V-01] SW 코드   안전성분석 보고서

SW통합 (SI)
5.1.1
5.1.2
5.1.3
5.1.4

SW 모듈테스팅
SW 통합테스트 개발 SW 
통합테스트 수행   SW/HW 
테스트 수행

5.2.1
5.2.2
5.2.3
5.2.4
5.2.5

추적가능성 분석 모듈테스트 
결과 확인 통합테스트 결과 
검증 SW/HW 테스트 검증 
확인검증 작성

5.3.1
5.3.2

SW 
SW

통합 안전평가 
수행 안전기록 
작성

SW   모듈
SW통합계획서
시스템 안전성 요구사항
SW 개발 계획서

명세서

[SI-D-01]   SW 단위시험 보고서 [SI-D-02] 
SW 통합시험 보고서
- 시스템/아키텍처/HW   SW 통합
[SI-V-01]   SW 시험 안전성분석보고서

SW운영 
(SM)

6.1.1
6.1.2
6.1.3

SW 운영,   유지보수 및 수리 
변경 및 갱신 처리
폐기 및 해체 처리

6.2.1
6.2.2 SW 운영 평가   확인검증 작성

6.3.1
6.3.2 SW 

SW
운영 안전평가 
수행 안전기록 
작성

SW
SW 변경/폐

기 오류

요청 [SR-D-01] SW 유지보수계획서
[SR-V-01]   SW 운영 안전성분석보고서

[표 10] 기능안전 활동 구성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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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SP인증 모델과의 통합 방안

○ 새로운 SW품질인증모델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기존 SP인증제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다양한 SW에 대하여 다양한 

인증모델을 만들 경우 그 파생이 넘 많아질 우려가 있어 CMMI 처럼 다시 
합쳐야 할 수 있음

– 기존 SP인증 모델이 다양한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 
프로세스 및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

– 단, 기능안전성이 중요한 지능형.자율형 시스템을 SIL 등급에 맞게 HW 및 

조직적 활동까지 포함하여 심사 및 인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모델 

및 인증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CMMI처럼 extensions/Alternatives로 표기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꼭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에 추가함
– 기존 세무평가항목 및 점검항목에 있어 대안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적용 

도메인 및 유형을 명화기 기재하고 정리함
– 적용 도메인 구분

ü I (지능형 SW)
ü A(자율형 SW)
ü AI(지능형.자율형 SW)
ü S(기능 안전성이 중요한 SW)

– 유형 구분
Ÿ 대안(Alternatives) :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활동
Ÿ 확장(Extensions) : 목적 달성에 있어서 대안은 아니지만 품질을 보장하

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들을 명시하여 심사에 참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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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능형.자율형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모델 구성(안) 수립

가. 인증기준의 주요내용

○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에서는 기존의 SP 인증기준과 별 차이가 없으나 기능안
전과 관련된 Addition을 추가함

영 역 주요 내 용
평가항목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를 정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활동을 검토하고 통제하여,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관리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 작업 범위를 결정하고 주어진 예산과 일정에 
맞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에 대한 전략   및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Addition] [S] 안전성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위험분석 및 
안전계획을 수립

프로젝트 통제
프로젝트 계획 요소에 대해 프로젝트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문제발생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활동

협력업체 관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적절한 선정 및 계약체결과 
계약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및 관리로 제품을 인수하는 활동

￭개발 사전에 계획된 프로젝트   수행 계획에 따라 요구사항을 추출 
하고, 분석, 설계, 구현,   통합 및 테스트   등 SW를 개발
[Addition] [S] 안전성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개발단계별로 안전평가 
및 안전기록 활동을 수행

고객 요구사항 관리
고객의 요구사항, 기대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과 고객 사이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개발 과정 
동안 변경되는 요구사항을 추적 및 관리하는 활동

분석
고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SW 개발에 필요한 하위   수준의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상세화하며,   이를 검토하여 정확한  SW를 
개발하기 위해 SW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활동
[Addition] [I] 지능형 SW의 경우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수행

설계
식별된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단계의 논리적 관점의 산출물을 
시스템적 관점의 산출물로   전환하여 시스템에 대한 구조 및 상세 
설계와 테스트 계획 수립 등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적인 
활동

구현
설계에 따라 SW를 단위별로 구현하고, SW단위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통합된 시스템을 구현 하는 
활동

테스트
통합 및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주 어진 
환경에서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한 후, 고객 요구사항이
만족하는 SW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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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내용
평가항목

￭지원영역
프로젝트 수명주기 동안 프로젝트 개발 및 관리 활동을 통제 하여,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활동 전반을 지원

품질보증
프로젝트 전 과정의 활동이 정의된 프로세스와 적합성을 유지 하고  
 있는지와 산출물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활동

형상관리
프로젝트 수명주기 동안 개발되는 작업산출물에 대해 베이스 
라인을   수립하고 작업산출물의 변경을 주요 단계별로 추적하고 
통제하여 관리하는 활동

측정 및 분석
프로젝트 진행 중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한 측정 및 분석 
활동은   측정 목표 수립, 항목 선정, 데이터 수집, 결과  분석  및 
관리 등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의 정보를 관리하는   활동

￭조직관리
조직 기반구조 및 구성원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에 필요한 
표준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하여  조직 내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이행

조직 프로세스 관리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프로세스   자산으로 관리하며, 
이를  조정기준․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하여  조직  전체에  
적용 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하여 관리하는 활동

기반구조 관리 프로젝트 및 프로세스   수행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차원의 
기본적인 작업환경인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활동

구성원 교육
조직 목표에 맞추어 교육 및 훈련의 수요를 식별하며 교육 계획 
수립, 교육 실시 및 평가 등 조직구성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활동

￭프로세스  개선 조직과 프로젝트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및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정량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며 관리

정량적프로세스 관리
조직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세스 
수행을   계획된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문제 해결
발생한 문제들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선정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프로세스   개선에 반영하여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 활동

프로세스 개선 관리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조직의 요구 및 목표를 정의하고, 현재 
조직의 프로세스를   평가한 후 파악된 개선사항을 수행하며 수행 
성과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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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증기준의 평가요소
○ 인증기준의 세부평가항목에 기능안전성 관련 활동과 지능형 SW의 개발에 

필요한 신속 프로토타이핑 활동을 세부평가항목으로 추가한다.

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1
프로젝트 

관리

1.1

프로젝트 

계획

1.1.1 프로젝트의 목표 및 범위를 결정한다.

1.1.2 프로젝트에 적용할 생명주기와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1.1.3 공수와 비용을 산정한다.

1.1.4 일정과 예산을 결정한다.

1.1.5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1.6 [S] SW안전 분석 및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1.1.6 [AI] 문제를 식별하고 및 시스템 접근방법을 검증한다

1.1.6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는다.

1.2

프로젝트 

통제

1.2.1 프로젝트 계획 요소들을 점검한다.

1.2.2 프로젝트의 진척사항을 검토한다.

1.2.3 주요 단계별 산출물 검토를 수행한다.

1.2.4 식별된 문제들을 분석한다.

1.2.5 시정조치 활동을 수행한다.

1.3

협력업체 

관리

1.3.1 획득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한다.

1.3.2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1.3.3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1.3.4 협력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1.3.5 제품 및 서비스를 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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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2
개발

2.1   
고객 

요구사항
관리

2.1.1 고객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2.1.2 고객 요구사항의 변경을 관리한다.

2.1.3 고객 요구사항과 산출물간 추적성을 유지한다.

2.2
분석

2.2.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2.2.1 [I]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한다.

2.2.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2,2,3  [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안전 평가를 수행한다.

2.2.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2.3
설계

2.3.1 구조 설계를 수행한다.

2.3.2 상세 설계를 수행한다.

2.3.2 [S] 소프트웨어 설계 안전 평가를 수행한다.

2.3.3 테스트 계획을 수립한다.

2.4
구현

2.4.1 소프트웨어 단위를 구현한다.

2.4.2 단위 테스트를 수행한다.

2.4.2 [S] 소프트웨어 구현 안전 평가를 수행한다.

2.4.3 소프트웨어를 통합한다.

2.4.3 [S] 소프트웨어 통합 안전 평가를 수행한다.

2.5
테스트

2.5.1 통합 테스트를 수행한다.

2.5.2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한다.

2.5.3 인수를 지원한다.

다.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의 점검항목은 추가된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추가 작성한다.
○ 지능형·자율형 SW의 개발에 필요한 에이전트의 분석 및 설계 관련 활동을 

점검항목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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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  1.1.6 [S] SW 안전 분석 및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전체 안전 요구사항에서는 필요한 기능안전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시스템, 기타 리스크 감소 설비에 대한 안전기능 요구사항과 안전무결성 
요구사항으로 나타나는 전체 안전 요구사항 명세서를 개발한다. SW 위험 분석 
절차을 활용하여 SW 의 위험을 분석한 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SW 안전성 위험 
분석에 관한 SW 안전계획서를 작성한다. 

 
 O 개발할 안전관련 시스템에 대한 위험분석 단계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위험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받아 소프트웨어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O 필요한 기능안전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시스템, 기타 리스크 감소 

설비에 대한 안전기능 요구사항과 안전무결성 요구사항으로 나타나는 전체 안전 
요구사항 명세서를 개발한다.

 O 전체 안전 요구사항 명세(안전기능 및 안전 무결성 요구사항 모두)에 제시된 
안전기능을 지정된 안전관련 시스템, 기타 리스크 감소수단에 할당하고 
안전무결성 수준을 안전관련 시스템에 의해 수행될 각 안전기능에 할당한다.

 O SW 위험 분석 절차을 활용하여 SW 의 위험을 분석한 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SW 안전성 위험 분석에 관한 SW 안전계획서를 작성한다. 

  

산출물 예시

안전 요구사항 명세서
SW안전계획서

  

목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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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  1.1.6 [I] 문제를 식별하고 및 시스템 접근방법을 검증한다

지능형·자율형 SW의 개발을 위하여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문제 식별 및 

시스템 접근법을 검증한다

 
 O 지능형 시스템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식별하여 명확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O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공식적인 필요성 평가를 실시
 O 전문가의 활용, 교육과 훈련, 패키지 된 지식, 기존 소프트웨어, 인터넷 지식 

습득 등의 다른 대체 솔루션이 없는지를 평가함
 O 전문가/추론 접근법이 필요한가? 다른 구축 방법이 효과적인가? 등의 지능형 

시스템 접근법을 검증한다.
 O 기술적으로 구축 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구축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O 비용 편익을 분석한다.
 O 일반 SW개발팀, 전문가, 지식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개발팀을 구성한다.

  

산출물 예시

개념 정의서
프로젝트 계획서

목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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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  2.2.1 [I]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한다.

지능형·자율형 SW의 개발을 위하여 소규모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여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검증한다.

 
 O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으로 소규모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한다. 
 O 구축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테스트 한다.
 O 구축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한다.
 O 프로토타입을 데모하고 타당성을 분석한다.
 O 프로토타입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할 시스템의 완전하게 설계한다.

  

산출물 예시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테스트 결과 
시스템 설계서

목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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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  2.2.1 SW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SW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은 정의된 고객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관련한 하위 수준의 SW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것이다

 
¡ SW 요구사항을 명세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의한다.
¡ 기술적 요구사항 (설계 제약 사항, 프로그래밍 언어, 인터페이스 등), 기능적 및 

비기능적 요구사항(성능, 품질 등)을 식별한다.
¡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내부 인터페이스, 외부 요소들과의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 명세한 SW 요구사항을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한다.
¡ 요구사항을 근거로 SW 인수 기준 및 인수 테스트 기준을 수립한다.
¡ [A] 시스템에 대한 에이전트 요구 사항을 포착하여 간단히 기술한다.

  

산출물 예시

¡ SW 요구사항
¡ 고객 인수 기준
¡ 산출물 검토 기록

¡ [A] 지원 에이전트 요구사항
¡ [A] AUML 유스케이스 모델

목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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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  2.2.2 SW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SW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은 정의한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발 

하고자 하는 단위 SW 개발에 필요한 모델로 정의하는 것이다.

 
¡ SW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의한다.
¡ 요구사항 정형화를 위해 분석하고 표현해야 하는 관점을 식별하고 각 관점별 

모델링 표준과 기법을 정의한다.
¡ 요구사항의 정확성, 명확성, 구현 가능성, 테스트 가능성 등을 파악한다.
¡ SW 요구사항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A] 에이전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약술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와일치함을 확인한다.
¡ [A]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 요구 사항을 

충분히 자세히 상세화한다. (본 내용은 애자일 및 반복점진 개발을 전제로 
설명되었음)

  

산출물 예시

¡ 프로세스 모델링 문서
¡ 고객 요구사항 변경 

요청서
¡ 이벤트 모델링 문서
¡ 산출물 검토 기록

¡ [A] 에이전트
¡ [A] AUML 유스케이스 모델
¡ [A] Agent 스토리

목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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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  2.2.2 [S] SW 요구사항 안전 평가를 수행한다.

SW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평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오류나 결함을 

식별하고 안전 분석 결과를 기록한다. 

 
¡ SW 검증 및 확인 계획을 검토하고 합의한다.
¡ SW 요구분석의 적절성을 입증한 결과를 검토한다
¡ 의심되거나 확인된 안전 문제점, 안전 테스트 결과, 안전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안전분석 결과를 기록한다. 

  

산출물 예시

¡ SW 요구사항 
안전성분석 보고서

¡ SW 안전 기록

목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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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  2.3.2 [S] SW 설계 안전 평가를 수행한다.

SW 설계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요구사항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으며 

새로 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을 검증한다. 

 
¡ 이전의 주요 작업 보고서의 중요도 분석 결과를 설계를 이용하여 검토하고 

갱신한다.
¡ 수정된 SW 무결성 수준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일치나 예상치 못한 SW 무결성이 

발생하지 않음 검증한다.
¡ SW 모듈위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모듈 설계 및 관련된 자료 요소가 주요한 

상위 설계 요소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어떠한 새로운 장애도 발생시키지 않음을 
검증한다. 

¡ 이전의 작업 보고서를 이용하여 위험 분석을 검토하고 갱신한다. 
¡ 위험 요소를 제거, 감소, 약화시키기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 안전분석 결과, 의심되거나 확인된 안전 문제점, 안전 테스트 결과 등을 

포함하는 SW 안전 기록을 작성한다.

  

산출물 예시

¡ SW 설계 안전성분석 

보고서

¡ SW 안전 기록

목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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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  2.3.2 [S] SW 구현 안전 평가를 수행한다.

SSW 설계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요구사항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을 검증한다.

 
¡ 원시 코드를 사용해서 이전의 주요 작업 보고서의 중요도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갱신한다. 
¡ 수정된 SW 무결성 수준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일치나 예상하지 않는 SW 

무결성이 발생하지 않음을 검증한다.
¡ 원시코드와 연관된 자료가 중요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구현했는지, 어떠한 

장애도 발생 시키지 않았는지 검증한다. 
¡ 장애 분석을 갱신한다.
¡ 이전의 작업 보고서를 이용하여 위험 분석을 검토하고 갱신한다. 위험을 제거, 

감소, 약화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 안전기록을 작성한다.
¡

  

산출물 예시

¡ SW 코드 안전성분석 

보고서

목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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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  2.3.2 [S] SW 통합 안전 평가를 수행한다.

통합테스트결과가 명시된 환경 하에서 안전 요구사항이 정확히 구현되었고 SW 

가 안전하게 기능함을 입증한다.

 
¡ 통합테스트결과가 명시된 환경 하에서 안전 요구사항이 정확히 구현되었고 SW 

가 안전하게 기능함을 입증한다. 
¡ 태스트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시스템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수행한다. 테스트는 다음을 포함해서 수행한다.

• 인터페이스 테스팅

• 컴퓨터 SW 형상항목 테스팅

• 시스템 수준 테스팅

• 스트레스 테스팅

• 리그레션 테스팅

  

산출물 예시

¡ SW 시험 안전성분석 
보고서

목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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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  2.3.1 구조설계를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구조 설계는 정의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정의하여 최상위 수준의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다.

 
¡ 구조 설계 및 검토에 필요한 기법, 표준, 절차 등을 수립한다.
¡ SW 구성요소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식별하여 SW의 최상위 수준의 구조를 

정의한다.
¡ 최상위 수준의 구조를 기술하고 주요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SW 요구사항을 SW 

구조로 변환한다.
¡ 구조 설계 시 대안들을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SW 구성요소 간의 내·외부 인터페이스를 위한 설계를 개발한다.
¡ 구조 설계 작업 산출물과 요구사항 간의 추적관계를 수립한다.
¡ [A] 유사한 시스템이나 유사한 문제 영역에서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아키텍처에 

중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 아키텍처 후보를 정의한다.
¡ [A]  계획된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에이전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적어도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산출물 예시

¡ SW구조설계
¡ SW인터페이스 명세서
¡ SW 구성요소
¡ SW구조분석 결과

¡ [A] 에이전트 아키텍처 후보
¡ [A] 아키텍처 프로토타입

목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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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 지능형·자율형 SW의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개발 및 유지보수 특성을 조사
하고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및 방법론 등을 
조사하였다.

○ 지능형·자율형 SW 유형별로 품질특성과 품질메트릭을 조사하여 기존 SW의 
품질특성과 비교하였고, 프로세스 및 방법론에 영향을 주는 품질특성을 조사
하였다.

○ 지능형·자율형 SW의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개발 및 유지보수 특성을 조사
하고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들을 조사하여 SP 
인증모델에 반영하였다.
– 인증기준의 세부평가항목에 기능안전성 관련 활동과 지능형 SW의 개발에 

필요한 신속 프로토타이핑 활동을 세부평가항목으로 추가한다.
– 세부평가항목의 점검항목은 추가된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추가 작성한

다.
– 지능형·자율형 SW의 개발에 필요한 에이전트의 분석 및 설계 관련 활동을 

점검항목으로 추가한다. 
○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더 이루어져서 지능형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 SP인증 모델이 여러 유형의 SW 개발 및 다양한 개발 접근방법에 
유연하게 적용되었으면 한다.
– 지능형·자율형 SW에 대한 평가항목도 세부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더욱 정

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 CMMI 2.0의 발전에 발맞추어 DevOps, Security 및 Agile / Scrum 방

법 등을 잘 수용하도록 addon 사례를 더욱 추가하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 
및 기술 환경과 더욱 조화를 이루는 SW품질인증모델로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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