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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시스템 환경 

•메가 에코시스템에서 사람

의 개입이 어려워 통제 불

능의 사회를 야기할 수 있

음 

 

 

•예측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

기 위해 자가 적응형 SW가 

필요 

시스템 운영시          

인간 개입의 한계 

•서버 고장의 40%  관리

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 

• IT 시스템 문제 해결 시간

의 40% 이상  원인 분석

에 소모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

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 관

리, 적응하는 SW 기술이 

필요 

동적인 상황 변화에    

취약한 환경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로

봇이 정해진 목적 이외에 

대처가 불가능 하였음 

 

 

 

•릴리즈 후 발생하는 동적 

변수에 스스로 대응 할 수 

있는 적응형 SW 기술이 필

요 



^ 

향상된 
기능의 요구 

S/W 기능의 한계 S/W의 고장 

환경변화 

로봇 기능의 지능적 자가 치유, 적응 및 성장 

새로운 
Service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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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로봇 도메인에서의 Challenge 



네트워크, 컴퓨터 꺼짐 등의 하드웨어 오류 감지 Reload, Re-request, Re-deploy를 통한  
소프트웨어 오류 상황 극복 

• 스스로 치유 가능한 로봇 

로봇 소프트웨어의 내부 동작의 오류를 수정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보유 

• Interaction/State 모델 및 Rule 기반의 Self-Healing 방법을 통한 
로봇의 가용성 100% 보장 

• 결함 모델 및 모델링 방법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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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 



 

1단계 
(2004~2005) 

 

 

2단계 
(2006~2008) 

 

 

3단계 
( 2009~2012) 

 

스스로의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로봇 SW 개발 
 로봇의 상태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 확보 

 효율적인 자가 성장을 위한 학습 기술 확보 

 로봇의 구동 중 동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조를 재구성하는 기술 확보 

 

자발적으로 다른 로봇의 향상된 기능을 공유 가능한 로봇 SW 개발 
 분산 컴포넌트의 생명주기 관리 기술 확보 

 실시간 분산 컴포넌트의 동적 재배치 기술 확보 
 

스스로의 행위를 분석하여 오류를 감지하는 로봇 SW 개발 
 SW의 행위를 모델링하는 기술 확보 
 SW에 발생하는 오류를 탐지하는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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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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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Self-Healing, Adaptive, and Growing softwarE Self-Healing, Adaptive, and Growing softwarE (SHAGE) 
Framework Overview 



6 

1 단계 : 스스로의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책을 마련
하는 로봇 SW 개발 

온톨로지 기반의 오류상황 Monitoring 및 복구 전략 수립 기술 연구  



 

 

오류 탐지 90% 

Configuration Manager(CM)

Child CM

Service Agent

Task Manager

Component Component

Service Agent

Component Component

SBC SBC

Child CM

컴포넌트
Binary

컴포넌트
Binary

제어
명령

서비스준비 요청

Service Agent Service Agent

이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 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로드/준비/
제거/이동

제어
명령

이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로드/준비/
제거/이동

2008-09-25

오류 회복 
전략 선택 

•Re-request 
•Reload 
•Re-deploy 
•Warning 

오류 상황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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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스스로의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책을 마련
하는 로봇 SW 개발 

예외 상황에 
적절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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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자발적으로 다른 로봇의 기능을 공유 가능
한 로봇  SW 개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컴포넌트 동적 재배치 
기술 연구 



 동적 재구성 기술 적용 사례: 물체인식(4-1과제) 시스템의 동적 재배치 

– 기존의 물체인식 시스템의 Configuration에  필요에 따라 Cognitive 
Perception Engine(CPE)을 동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물체 인식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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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자발적으로 다른 로봇의 기능을 공유 가능
한 로봇  SW 개발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Cognitive Perception Engine



동적 재구성으로 인한 
40%이상의 성능향상 

물체인식(4-1과제) 시스템의 동적 재구성으로 인한 성능 향상 결과 

2 단계 : 다른 로봇의 기능을 공유 가능한 로봇  
SW 개발 

기존 물체인식 
소요시간 
 
 
동적재구성 적용시 
물체인식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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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스스로의 행위를 분석하여 오류를 감지
하는 로봇 SW 개발 개발 

Black-Box 기반의 행위모델 
자동생성을 통한 로봇 
오류행위 추출 기법 연구  





2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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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Noise Message Filtering 

3 단계 : 스스로의 행위를 분석하여 오류를 감지
하는 로봇 SW 개발 

A. 정상동작시 생성된 
로봇 행위 모델 

B. 일반 운영시 캡쳐된 
로봇 행위 모델 

비교 

 오류 검출시 비교 기준이 되는 행
위 모델 A: 발생순서를 Define 할 
수 없는 Noise Message(B2: 
Speaking, B3: Playing Sound) 를 
포함 

 행위의 적정성 판단과 무관한 
Noise Message의 발생 위치 불일
치로 인한  False-Negative Case 
발생 

 

 오류 검출의 정확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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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스스로의 행위를 분석하여 오류를 감지
하는 로봇 SW 개발 

A. 정상동작시 생성된 
로봇 행위 모델 

F10: Generate 
Path

F11: Idel Off

F1: Stop 
Attention

B2: Speaking

F3: Move to Initial 
Position

F9: Set Use of 
Actuators

B3: Playing Sound

F12: Navigate 
Path

Behavior 4: Navigating

F20: Stop Avatar

B2: Speaking

B3: Playing Sound

A. 정상동작시 생성된 
로봇 행위 모델 

B. 일반 운영시 캡쳐된 
로봇 행위 모델 

비교 

With Noise Message Filtering 

 오류 검출시 비교 기준이 되는 행
위 모델 A에서 Noise Message 검
출 기법 개발 

 행위모델 비교시 비교 대상에서  

Noise Message(B2, B3)는 제외  

False-Negative Case 발생 감소  

오류검출 정확도 향상 

F10: Generate Path

F1: Stop Attention

F3: Move to Initial 
Position

F9: Set Use of 
Actuators

F12: Navigate Path

Behavior 4: Navigating

F20: Stop Avatar

F10: Generate Path

F1: Stop Attention

F3: Move to Initial 
Position

F9: Set Use of 
Actuators

F12: Navigate Path

Behavior 4: Navigating

F20: Stop Avatar

A. Noise Message 제거된  
로봇행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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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CM 제어 도구 

• 결함 검출 도구 

• SHAGE 모니터링 도구 

구현 산출물 



자가 치유  
및  

동적 재배치 
기술 

 다양한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 

 SW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국제경쟁력 향상 

국방무인화 
시스템 

우주,항공 
시스템 

의료장비 
시스템 

자가적응형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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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자가 적응형 SW 개발의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무인 시스템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 

2013년: 세계시장 약 800억불, 

연평균 10% 이상 성장 예상 

2026년: 국내시장 규모 대비 

8,030명 고용 창출 효과, 내수 

5,500억원, 수출 5,600억원 예
상 

 

 

 

 

  
 

 

블랙박스 기반의 SW 회귀 테
스트 기술로 발전이 가능 

2011년: 국내 테스트 솔루션 시
장 113억원, 매년 약 20%의 성
장세를 기록 

국내 테스트 솔루션 시장의 약 

60%를 외산 HP solution이 점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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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기회 : 시장의 니드 



살아 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고, 
또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 찰스 다윈(1809-1882), 진화론자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여 살아남는 SW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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