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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차나 특수목적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운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향후 개발될 기술의 성능 수준을 고려하여 업그레이드를 계획한다.
업그레이드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기술 성능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면
시스템의 성능 향상 정도는 높지만, 기술 구현에 실패하여 시스템의
성능향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성능의 향상 정도는
낮지만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점마다

변하는

기술

대안의

성능

수준과

구현

가능성을

고려한

업그레이드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성능 수준이 높은 기술의
경우 시스템의 성능 향상 정도는 높지만, 기술 구현 가능성이 낮아 더 많은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술 성능 수준이 낮은 기술의 경우 시스템의
성능 향상 정도는 낮지만 기술 구현 가능성이 높아 짧은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상충 관계 메커니즘에 기반한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한다. 동적 계획법을 활용한 사례연구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로
기술 특성에 따른 최적의 업그레이드 정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업그레이드, 기술 성능, 구현 가능성, 개발 기간, 상충 관계 메커니즘
학번: 2018-2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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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새로운 시스템은 개발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기술의 진부화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시스템은 운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다음
버전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출시 함으로써 기술 진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무기체계나 특수목적 차량과 같이 규모가 큰 시스템은 높은 비용 및
긴 개발 기간으로 인해 운용 기간이 절대적으로 긴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스템과 같이 짧은 기간에 새로운 버전의 시스템을
출시하여 기술 진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시스템의 경우 정해진 정비 주기와 같은
시점에 성능과 연관된 하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기술 진부화에
대응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일괄 개발 전략과 진화적 개발 전략이
있다(이희각 외, 2016).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에 명시된 용어
정의(국방부,

2014)와

미국

국토안보부의

운영

요구사항

개발서(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08)에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발 전략을 업그레이드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일괄 업그레이드란 높은 기술
성능을 가진 기술을 기반으로 장기간에 걸쳐 높은 성능 향상치와 함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해당 기술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높은 시스템 성능 도약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기술에 구현에
1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검증되지 않은 기술(unproven tech)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성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음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성능의 향상 없이 이전
성능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
성능이 계획된 시점에서 획득하지 못할 경우, 목표한 성능을 완전히 획득할
때 까지는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누적 성능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진화적 업그레이드는 획득하려는 기술 성능 목표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여 실제
사용하는

것을

나선형(spiral)과

말한다.

진화적

업그레이드의

점증형(incremental)

모델이

있다.

하위

개념으로는

나선형

모델을

요약하자면, 전체 프로세스를 모두 진행해서 완성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다. 즉 목표하는 기능을 완전히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일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목표 기능을 정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점증형 모델의 경우 증분 설계(incremental design)의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목표하는 기능이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핵심 기술을 유지하면서 체계의
일부를 변환, 재조합 또는 추가를 통해 성능의 향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증형 모델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와 같은 도메인에서
중요한 호환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이다. 점증형
설계(업그레이드)는 비용 절감 및 개발 기간의 단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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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업그레이드 방법이다(Clarkson and Eckert, 2009).
본 논문에서 서술하는 모든 내용은 점증형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점증형 모델 기반의 진화적 업그레이드의 경우, 일괄 업그레이드와는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시스템에 사용할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면, 일괄
업그레이드에 비해 낮은 기술 성능의 도약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한
기술이 실제 구현 대한 정보가 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
구현에 필요한 기간이 일괄 획득에 비해 짧으며 해당 주기에서의 누적
성능의 손실이 일괄 업그레이드에 비해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면 그림 1.1과 같다.

Figure 1.1: 업그레이드 문제 상황 계략도

3

Figure 1.2: 진화적 업그레이드 성능 향상 그래프

진화적 업그레이드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이
표현된다. 그림에서 Y축이 의미하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을 의미하고 X축은
시간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점선이 의미하는 것은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기술의 성능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사항의 값이
의미하는 것은 계획된 최종 성능을 의미한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A와 B의 2개의 시점이 있다고 하면, 진화적 업그레이드는 A와
B시점에서 구현된 기술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한다.
그림에서 빗금 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시스템이 갖는 누적 성능을
의미한다.
일괄 업그레이드의 경우 시간에 따른 성능 향상 추세를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일괄 업그레이드에서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진화적 업그레이드 보다 더욱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화적
업그레이드에 비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시간이 더 긴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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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일괄 업그레이드 성능 향상 그래프
갖고 있다(Giffin, 1997).
일괄

업그레이드의

경우

A

시점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B 시점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진화적 업그레이드보다 더욱더
높은 성능의 향상을 얻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성능을 비교하면 일괄
업그레이드를 적용했을 때의 시스템 성능이 더욱더 높다. 하지만 누적
성능의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결과를 비교하면 진화적 업그레이드의 경우 A
시점에서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업그레이드가

그림

1.3의

이루어지고
않기
Loss

일괄

때문에
of

A와

업그레이드에서는
B

performance의

구간에서는
면적만큼의

A에서
진화적
누적

성능에서의 우위를 갖게 된다. 일괄 업그레이드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
B 시점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성능을 비교하면, 일괄. 업그레이드가
진화적 업그레이드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누적
성능의 차이는 D 면적이 된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성능은 진화적 업그레이드와 일괄 업그레이드의
시스템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A-B 구간에서의 Loss of performanc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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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일괄 업그레이드와 진화적 업그레이드 비교
특성 구분

일괄 업그레이드

진화적 업그레이드

기술 성능 향상

높음

낮음

기술 개발 기간

긴 개발 기간

짧은 개발 기간

면적과, 시점 B에서 Present까지의 향상된 누적 성능을 의미하는 D 면적의
차이가 된다.
일괄 업그레이드와 진화적 업그레이드를 동일한 전체 개발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1.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체계의 계획된 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운용상의 효과 지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적용
방식은 일괄 업그레이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화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안형준 외, 2018). 이는 앞서 설명된 일괄 업그레이드
진화적 업그레이드의 상충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전세훈 외, 2017).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방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진화적 무기 시스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발 주체가 처한 자원, 투자 비용
등의 상황이 다르고, 적용이 가능한 기술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 선도국의 방법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현 상황에 기반하여 운용 중인 또는 개발할 시스템에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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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별 기술의 정량화된 특성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단일 기술의 적용에 대한 분석 만을
고려하거나(Fernandez, 2010), 이론 및 제도의 분석 및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사용되는 기술 성숙도의 경우, 체계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먼저
설정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하향식(top-down)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기술의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김예상 외, 2012). 이 경우 최종 상태에서
얻어지는 시스템의 성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구현이 불가능한 수준의
과도한 요구 성능이 설정될 수 있으며 지금 보유 중인 기술의 성능이나
다음 기술 성숙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기술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기술로부터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기술을 원하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상향식(bottom-up)
프로세스의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이론적인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정량화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기술 성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낮은 기술
성능보다 더 긴 개발 기간을 필요로한다는 기술 성능과 기술 구현 가능성의
상충관계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각 기술의 특성을 정량화하고, 시스템 개발
기간 내 최대의 누적 성능을 획득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동적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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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구성
본 논문은 8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논문의 핵심적 이론을

구성하는 과학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과 기술적 지식(technological
knowledge)의 구분 및 연관 관계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분석된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기술 성능과 기술 구현
가능성(Implementation)과의

상충관계를

고찰하며

기존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본 연구의 방향성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 정의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기술 성능과 기술 구현 가능성을 정량화한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을 조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된 가상 예제에 적용하여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현행 일괄 업그레이드 방법과 비교한다. 제7장에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제8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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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기술 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은 개발 중인 기술의

성숙도 또는 이행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된 측정지표이다. 1989년
NASA의 우주산업 기술투자의 위험성 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며 현재
미국 Department of Defense(DoD), 영국 Ministry of Defense(MoD), 한국
국방부 등에서 활용 중인 개념이다(Mankins, 1995; Sauser et al., 2006). 현재
사용되는 TRL은 총 9가지 단계로 구분된다(Mai, 2019).
Kenley (2012)에 따르면 기술 성숙도는 기술을 적용했을 때의 위험성을
그림 2.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기술 성숙도가 9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적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기술 성숙도가 1단계에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을 의미하며 이론적인 토대를 연구 중임을
의미한다.

Figure 2.1: 기술 성숙도 기반 위험성 평가 (Kenley, 2012)
9

기술 성숙도가 9단계에 있다는 것은 양산 및 운영 유지의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개발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술 성숙도의 단계에 대한
정의 및 세부 설명은 표 2.1과 같다(U.S. DoD, 2010). 기술 성숙도는
사용자의 최종 성능 요구사항을 토대로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토대로 성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 기술을 평가한다. 따라서 기술 성숙도는 기술이
얼만큼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가 아닌 기술이 실제
시스템 등에 적용되어 사용되기 위해 준비된 정도를 의미한다.
다양한 기술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경우, 특히 하위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의 성숙도가 다른 경우 시스템 성숙도(SRL; System Readiness Level)로
기술 성숙도를 대신하여 체계를 평가하기도 한다. 시스템 성숙도는 개별
기술이 가진 기술 성숙도를 평가한 다음 각 하위 시스템 간의 기능적 연관
관계를 파악한다. 체계 통합 성숙도(IRL; Integration Readiness Level)을
활용하여 연관된 기술들의 호환성 문제 등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척도를
판단한 다음 기술 성숙도와 체계 성숙도 값을 곱하여 각 계산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성숙도를 계산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Sauser
SRL(Sauser et al., 2008), Graph Theory SRL Method(Garrete et al., 2011),
Tropical Algebra SRL Method(McConkie et al., 2013)가 있다. 최근에는
DSM(Design Structure Matrix)을 활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하위 시스템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시스템 성숙도를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의 성숙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Tompki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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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기술 성숙도 단계별 정의
단계
TRL 1

TRL 2

TRL 3

TRL 4

TRL 5

TRL 6

TRL 7

TRL 8

TRL 9

정의

단계별 세부설명

기본 과학원리 관찰 및

과학적 연구결과가 응용연구개발로

파악

전환되기 시작하는 단계

기술적 응용 개념 형성

관찰된 기본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의 설계

해석 및 실험적 연구,

개념 증명 또는 가능성 확인을 위해

개별 요소 기능 및 특성

실험실 환경에서 단위 요소에 대한

정립

기초기술을 확보

실험실 환경에서 시스템

최종 운영 시스템/환경과의 차이점을

성능평가 및 신뢰성

고려하여 실험실 규모의 테스트 결과를

시험

분석

체계 운용 환경에서

실험실 환경에서 개발된 기술의 정확도와

시스템 성능평가

신뢰도를 유사 환경 하에서 향상시킴

체계 운용 환경에서

개발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 될 수

시스템 프로토타입

있도록 발전시키는 단계로 프로토타입은

신뢰성 및 안정성 평가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함

실제 환경 사용 가능성

기술은 완제품의 행태로 시스템

증명

프로토타입의 시연이 이루어짐.

완제품의 제한된 운용

완제품의 형태로서 운용환경에서

환경에서 사용 가능성

작동하는지를 입증하는 기술개발 종료

증명

단계

시스템 완제품의 운용

기술의 최종적 완성이고 실제 환경에

환경 사용 적합성 증명

적용되는 단계, 목표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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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학 및 기술적 지식의 상관관계
Makri

et

지식(scientific

al.

(2010)에

따르면

knowledge)과

기술적

기술에

관련된

지식은

지식(technological

과학적

knowledge)

2가지이며 이 지식은 서로 다르다. 과학적 지식에서 발견된 혁신적인
대상이 있고 이것을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연구 기관에서의 탐색에 의해 얻어진 것은 과학(Balmer
and sharp, 1993)이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얻어진 것은 기술이다(Clark,
1987). 과학이라는 기반 지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것을 구체적인 목표(성능,
이윤 등)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는 일련의 방법에 관련된
것이 기술적 지식이라는 것이다(Gracia and Calantone, 2002).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이 2017년 발간한 Strategic
Technology Investment Plan에 따르면 기술이란 어떤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써 목표 성능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정의되며 이는 공학적 변수로 표현이 가능한 성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기술이란 산업 또는 상업적 목표달성을 위해 과학을
적용하는 방법이다(Henard and McFayden, 2005).
Bilbro (2007)에 따르면, 특정 과학적 지식을 확보하고 있어도 그것을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구현하기 전까지 그 기술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얻어진
과학적 지식과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기술적인 지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이 획득은 기술적 지식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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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개발 과정이 필요하다(Nightingale, 1998).

2.3

과학적 지식의 정량화
기술 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은 시점에서의 성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수준 및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한 선형적인 방법으로는
Mankins (2002)의 RD3(Research and Development Degree of Difficulty)가
있다. 이는 기술 성숙도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발 위험도가 감소,
시스템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다. 비선형적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Fisher-Pry 대체 분석법, Gompertz 대체 분석법,
로지스틱 모형 등이 있다. 이 모형은 기술의 진보를 예측하는 함수로서
기술의 진보와 확산을 설명하는 S-curve 모델이다. S-curve 는 기술의
수명주기를 바탕으로 성능을 추정한다. S-curve 는 크게 3 가지의 단계를 갖고
있다. 기술의 성능은 이론적인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이후에는 기술의 진보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며 기술은 퇴화한다(Meyer, 1999;
박용태, 2014). 이 모델은 데이터가 잘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Ryu and Byeon, 2011).
본 논문에서는 기술 수준을 정량화하기 위해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한다.
이 함수는 기술의 진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함수로서 기술 진보의 형태가
선형이 아닌 S-curve의 비선형 형태로 표현되며 실제 기술의 성장 형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Martino, 1993).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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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기술 S-curve의 일반적인 형태
(based on Foster et al., 1986; Nieto et al., 1998)
진보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모수를 추정한다. 기술의 비선형적 진보
형태를 예측한 일반적인 그래프는 그림 2.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시점에서
확보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얼만큼의 이론적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를
표현한다.

2.4

기술적 지식의 정량화
Bilbro (2007)에 따르면 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각 기술 대안의

기술 수준은 서로 다르며, 기술 수준이 높은 기술일수록 실제 목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부족하다. 기술개발 초기에는 기술이 갖는
성능을 이론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의 구조에
관한 정보와 이를 물리적 또는 시스템으로 구현하였을 때 얻어지는
정보와의 불일치(misalignment)가 존재한다(Sauer et al., 2009).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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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이론적인 정보와 최종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실체적 정보가 일치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는지에 따라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실체적

복잡성

등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기술이

개발되는

형태도

달라진다(Loch and Terwiesch, 1998). 기술이 가진 구조적 특성과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및 조직의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원하는 수준의 성능
얻는 데 필요한 시간, 기술의 진보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Krishnan, 1996;
1997).

2.5

기존 연구의 한계점
무기체계와 같이 운용 기간이 긴 시스템의 경우, 체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기술의
성능 및 개발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 대안의 기술
성능 수준과 기술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일괄
업그레이드 방식을 사용하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전투력의 손실로 이어져 국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다양한 도메인의 기술이 사용되는 통합 무기체계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속해있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
진보속도를 가지게 된다(Kessler and Chakrabarti, 1996; Eisenhardt and
Tabrizi, 1995).
하지만 현행 사용 중인 일괄 업그레이드 방식에서는 각 기술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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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나 필요한 개발 기간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기술 성숙도의
경우 특정 기술을 개발하고 체계에 적용했을 때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지만, 이것은 기술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기술이 얼마만큼 개발되어 있는지,
현재

적용이

가능한

성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Mankins, 2002). 또한 기술 성숙도는 NASA 및 미국 DoD에서 활용
중인 지표이지만 1-9의 척도로 기술의 성숙도를 평가하며 기술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시가 가능한 것인가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있어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출시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위험성 관리에 적합한 척도이다. 따라서 기술 성숙도는 기술의 특성에
상관없이 다음 단계의 성숙도를 얻기 위해 얼마나 개발 기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또 기술이 가진 개발 복잡성 등을 나타낼 수 없다(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6).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경우, 전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개별 기술의 중요도나 연관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척도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평가하기 어렵다(Moon,
2005). 특히 기술의 수명 주기에 관한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대안 기술의 적용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체계 통합 성숙도(Integration Readiness
level: IRL)와 시스템 성숙도(System Readiness Level: SRL)와 같은 평가
척도를 사용한다(Austin and York, 2015). Mankins (2009)에 따르면 시스템
성숙도는 다양한 기술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하위 기술의 성숙도를 종합하여
시스템의 출시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Kujawski (2013)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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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도 주관적인 부분이며, 기술 성숙도, 체계 통합
성숙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용하는 모델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한계를 보완하기 어렵다. 시스템 성숙도도 기술 성숙도를 기반으로 개별
기술을 체계에 적용했을 때의 실패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다.
따라서 기술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개발되었는지 평가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기술 성숙도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평가 지표를 세분화하여
엑셀(excel)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충족 여부를 체크, 기술 성숙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Altunok, 2010). 그러나 이 연구도 기술 성숙도의
주관적 한계를 일부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술 성능의 경우 주로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 추세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기술 발전 추세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함수를 결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술은 개발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새로운 기술의 복잡성, 개발자(기관)의 전문성 등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만으로 예측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성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군사적 도메인의 예를 들면 2014년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도발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 발생하여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기술 성숙도를 기반으로 체계를 평가하고
개발하기에는 전력 측면에서 손실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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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기술 성능의 추세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논문이나 구현 가능성을 어떻게 정량화하는지를 다루는 논문들과 연구의
범위와 기여가 다르다. 기존의 연구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수리적인 모델링에 초점을 두거나 또는 구현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 변수를 설정하고,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 성능의 추세와 구현 가능성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논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밝힌 뒤, 기술 성능과 기술
구현 가능성의 상충관계 기반의 전략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동적 업그레이드 모델을 바탕으로 시스템
운용자는 기술 성능과 구현 가능성이 가진 특성에 따라 전체 운용 기간에서
최대의 누적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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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제 정의 및 업그레이드 메커니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은 전체 운용
기간 및 업그레이드 주기가 정해진 시스템에 대해 기술 성능 수준 및 기술
구현 가능성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시점별 어떤 기술을 선택하여 얼마나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운용 기간에서 최대의 누적
성능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술 성능 수준 및 기술 구현 가능성의 메커니즘은
높은 성능의 과학 지식과 낮은 성능의 과학 지식으로 기술을 구현할 때
발생하는 상충 관계에 기반한다. 기술 성능 수준과 기술 구현 가능성의
상충관계를

표현하면

그림3.1과

같다.

그림

3.1은

동일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였을 때, 성능 및 구현의 관점에서 어떤 차이를 가졌는지를 설명한다.

Figure 3.1: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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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박스가 의미하는 것은, 구조 및 성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것을
의미하며

회색

박스는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3.1의

막대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기반 상위 레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의 관계이다.
낮은 이론적 성능을 가진 기술의 경우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구조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지만, 높은 이론적 성능을 가진 기술은
불충분한 기술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 관계를 하위 레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낮은 이론적 성능을 가진 기술은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기술의 구조가 연구돼 있다. 반면 높은 이론적 성능을
가진 기술은 낮은 성능을 갖는 기술과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하위 기술의
구조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기술 부품의 공간, 에너지의 흐름, 정보 흐름,
인터페이스

등)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더 긴 개발 기간을 필요로 하며, 기술을 완전히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개발이 기간이 확보되면 이론적인 성능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동일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은 핵심적인 기본 연구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간,

에너지,

정보

등의

연관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시스템을 구현해 나간다(Hamraz, 2013).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Turney, 1991).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구조는 공유하지만, 전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방법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Majchrza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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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체계와 같이 장기간 운용되는 대규모의 시스템의 경우, 전체 운용
기간에서의 누적 성능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전투력 지수, 비용
등에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각 기술의 특성을 성능 수준과 구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정량화한다. 이에 따라 운용 기간 내 최대의 누적 성능을
확보하는 업그레이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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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술 성능 수준 및 기술 구현 가능성

4.1

기술 성능 수준 모델링
기술 성능 수준은 과거 데이터의 정량적 추세를 분석하여 변화를

추정한다. 추세분석이란 성능 변화의 추세를 정량적인 값으로 변환한 값을
수집한 후 시점에 맞는 성능을 표시한다. 그 이후 선을 잇는 곡선을 그려
그 곡선에 가장 적합한 함수를 바탕으로 이후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와 같은 대형 시스템의 경우, 체계 개발
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실 운용상의 능력 등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가 잘
구축돼

있고,

기술이

비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특성을

반영,

비선형

기술진보 예측의 대표적 함수인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한다. 기술의 특성에
따라 피셔와 프라이 모형(Bhargava, 1995)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 성능 데이터를 회귀분석 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함수를 찾아
모델에 반영하면 된다.
식 (4.1)은 로지스틱 모형을 표현한 추세 곡선 함수이다(Martino, 1993).

Y(t) =

𝐿
1 + 𝑎𝑒 −𝑏𝑡

(4.1)

식 (4.1)에서 분자의 L은 이론적인 성능의 상한선을 의미하고 𝑎 와 𝑏 는
모수이며 𝑎 는 해당 기술의 초기 성능 값을, 𝑏 는 성능 향상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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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는 연구 중인 기술이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계
성능으로 수렴해가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여기서 추정된 값은 과학적 지식의 정량화된 값으로 정의되며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의 성능 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이 높은 기술(high technology)과 성능이 낮은
기술(low technology) 2가지로 나누어 기술을 분석한다. 기술 성능이 높은
기술은 이론적인 기술 성능의 한계값이 높지만 기술 진보율이 낮아
장기간에 걸쳐 성능값이 높아진다. 반면 기술 성능이 낮은 기술은 성능의
한계값은 낮지만 진보율이 높아 단기간에 성능값이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4.2

기술 구현 가능성
기술의 구현이란, 연구기관에서 얻은 과학적인 지식을 운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작업이나 결과물 등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을 구현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가진 전문성, 기술
개발의 복잡성,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분석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기술이 시점별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를 추정할 수
있다.
기술 특성에 따른 구현의 정도는 식 (4.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Oh,
2017).
𝛽 2
𝛽
f(β) = 𝜇 ( ) 𝑒 + 𝜇(1 − 𝑒)
𝑇
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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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igure 4.1: 기술 복잡성에 따른 성능 구현 형태(Oh, 2017)

식 (4.2)에서 𝜇 가 의미하는 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이론적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𝑇 는
기술을 최대 수준까지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며 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시간이 𝑇 에 가까워질수록 기술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𝛽는 실제 기술 개발에 투자된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이론적인 성능을 갖는
기술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시간이 있어야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술 구현 가능성 함수의 형태를 표현하면 그림 4.1과 같다. e는 기술에
대한 복잡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의 특성에 따라 기술의 구현이
비선형적 또는 선형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보여준다. 𝑒의 값이 1에 가까우면
기술이 복잡하여 초기에는 기술 진보가 느리게 일어남을 의미한다.

복잡한

기술의 경우 충분한 개발 기간이 있어야 성능에서의 충분한 향상을 얻을 수
있다. 초기에는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검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고 난 뒤, 기술을 사용 가능한 형태로 구현해 나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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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의 마지막 시점에 구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반영한다.
반면 𝑒 의 값이 -1에 가까우면 기술에 대한 복잡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짧은 개발 기간에도 기술 성능을 비교적 많이 구현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의 후기에는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며 기술을 더욱더 개선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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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

5.1

시점과 상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적 모델에서의 시점(time)은 해당 의사결정

단위 시간 종점에서의 누적 성능을 의미한다. 모든 의사결정의 기간은
동일하며, 이전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얻은 성능으로 한 단위의 의사결정
동안 시스템을 운용하기 때문에 𝑡 시점에서 𝑗 라는 업그레이드 경로가
실행되었을 때, 𝑡 시점에서의 상태는 𝑗 라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다고
명명한다. 이는 식 (5.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1)

𝑋𝑡 = 𝑗

매 의사결정 시점 사이에 다른 의사결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점과 상태는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상태(state)에는 업그레이드의 경로(upgrade history), 기술 대안의 최종
기술 성능 확보 시점(final acquisition point of technology performance)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 정보들은 다음 상태로의 이동에 관여하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얻을 수 있는 성능의 향상 정도를 결정한다.
업그레이드

경로에

대한

정보는

이전

업그레이드

시점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매
업그레이드 시 기술 성능 및 구현 가능성 중 어떤 부분이 새로 선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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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가 되는지와 성능 향상을 위해 선택된 기술이 얼마만큼의 기간에
개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업그레이드 경로는 𝑗 = 1일 때 상위 기술 성능
확보(high acquire), 𝑗 = 2일 때 상위 기술 구현 가능성 개발(high continue),
𝑗 = 3일 때 하위 기술 성능 확보(low acquire), 𝑗 = 4일 때 하위 기술 구현
가능성 개발(Low continue)의 4가지 경로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는 식
(5.2)와 같이 상태들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U(t) = {𝑋1 = 1, 𝑋2 = 3, 𝑋3 = 4, … , 𝑋𝑡 = 𝑗}

(5.2)

최종 기술 성능 확보 시점은 현재 개발이 가능한 기술 성능의 수준에
대한 정보이다. 여기서 도입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1 단위의 의사결정
기간 동안 개발한 기술을 사용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정보이다. 상위 기술의 마지막 성능 확보 시점은 𝛾로 표현되고 하위 기술의
마지막 성능 확보 시점은 𝛿 로 표현된다. 상위 기술의 마지막 기술 성능
확보 시점을 𝑛 , 하위 기술의 마지막 기술 성능 확보 시점을 𝑚이라고 하면,
식 (5.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t) = {γ = n, δ = m}

(5.3)

연구기관에서는 기술 성능 향상을 위한 이론적인 연구를 지속하지만,
기술의 구현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며,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도출되는 현실을 반영한다(Clark,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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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경로

본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의 경로를 표현하면 그림 5.1와 같다.
시점마다 4개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림에서 High와 Low가 의미하는
것은 시점에서 선택하여 개발할 대상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를 의미한다. High 또는 Low를 선택하고 난 뒤, 그 기술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기반할 것인지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획득(acquire)이라는

의사결정은 해당 시점에서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개발한
기술보다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시점에서 선택된
의사결정은 기록되며 HA(high acquire: 새로운 상위 기술의 획득), LA(Low
acquire:

하위

기술의

획득)와

같이

기록된다.

지속(continue)이라는

의사결정은 해당 시점까지 개발된 기술을 한 단위의 의사결정 기간 동안 더
개발하여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높이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시점에서
선택된 의사결정은 기록되며 HC(high continue: 개발 중인 상위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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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가능성을 지속 개발), LA(low continue: 개발 중인 하위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지속 개발)와 같이 기록된다. 그림 5.1은 3번의 의사결정 기간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며 업그레이드가 종료되는 3
시점에 HC, HC, HC와 같이 어떤 업그레이드 경로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는지 표현돼 있다.

5.2

상태 이동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거나 개발 중인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성능의 향상을
얻게

된다.

현시점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종료가

되면,

다음

시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시점이 이동하게 되면 상태 또한 변하게 되는 데 이를 상태
이동(state transition)이라 한다. 이러한 상태의 이동은 이전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상태 이동이 일어나면, 해당 상태가 가진 업그레이드 경로에 대한
정보와 최종 기술 성능 확보 시점에 대한 정보가 바뀌게 된다. 그림 5.2와
같이 시점 𝑡에서 𝑗라는 업그레이드 의사결정을 실행하였다고 가정하자. 시점
𝑡에서의 업그레이드 경로 𝑈(𝑡)는 𝑈(𝑡 + 1)로 상태가 변화하면서 경로 집합
내 𝑋𝑡+1 = 𝑗 ′ 이 추가된다. 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시점 𝑡에서의 의사결정이
기존에 확보한 기술 성능을 바탕으로 구현 가능성을 개발하는 업그레이드
의사결정인 𝑋𝑡 = 2 , 𝑋𝑡 = 4 인 경우 최종 기술 성능 확보 시점의 집합인
𝐹(𝑡)는 𝐹(𝑡 + 1)로 상태 이동을 하면서 원소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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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상태 이동에서의 정보 변화

기술의 기술 성능 최종 확보 시점을 𝑛 , 하위 기술의 기술 성능 최종 확보
시점을 𝑚 이라고 할 때, 𝑋𝑡 = 1 인 경우 𝐹(𝑡 + 1) = {𝛾 = 𝑡, 𝛿 = 𝑚} 과 같이
원소가 바뀌게 되고 𝑋𝑡 = 3인 경우 𝐹(𝑡 + 1) = {𝛾 = 𝑛, 𝛿 = 𝑡}과같이 원소가
바뀌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5.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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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점화 관계
동적

계획법에서의

점화

관계(recurrence

relation)은

상태

마다

반복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 점화 관계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의 가치가
다음 상태의 가치를 포함하는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역방향(backward)
연산을 통하여 최고의 누적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 경로의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5.3.1

종료 조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경로 결정에 있어서 기술에 특성에 따라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누적 성능이 달라진다. 무기체계와
같은 대형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며(운용 기간
이후에는 퇴역 장비로 활용) 시점마다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는 정비
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모델을 적용하는 시스템의 정해진 운용 기간이
설정돼 있으며 그 시점까지만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종료하게
된다.

5.3.2

업그레이드별 성능 향상 계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상태가 변화하면 성능의 향상이라는 상태
이익(state benefit)이 발생한다. 업그레이드 경로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
성능과 기술 구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성능 향상의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각 상태가 가지는 성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얻은 성능의 누적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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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로

얻은

현

상태에서
이익(성능)을

이전

상태를

의미한다.

제외한
여기에서

나머지

성능이

의사결정은

총

4가지이고 각자 다른 성능 향상의 정도를 얻게 된다.
(ⅰ) 상위 기술 성능을 선택하는 경우(𝑋𝑡 = 1)
해당 시점에서의 상위 기술 성능을 선택하여 1 단위의 의사결정 기간
동안 구현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보된 상위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식 (5.4)와
같이 계산된다.

𝑓(𝑆𝑡 , 𝑋𝑡 = 1) = 𝑃𝑡 + {𝑌𝐻 (𝑡) − 𝑃𝑡 }𝐻𝐼𝑡 (1) + 𝑆𝑡

(5.4)

(ⅱ) 상위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개발하는 경우(𝑋𝑡 = 2)
마지막으로 상위 기술 성능을 확보한 시점 𝛾 에서 구현 가능성을
1단위의 의사결정 기간 동안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 가능한 진보된
기술을 계속 개발하여 이론적인 성능을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계속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식 (5.5)와 같이 계산된다.

𝑓(𝑆𝑡 , 𝑋𝑡 = 2) = 𝑃𝑡 + {𝑌𝐻 (𝑡) − 𝑃𝛾 }{𝐻𝐼𝛾 (𝑡 − 𝛾) − 𝐻𝐼𝛾 (𝑡 − 𝛾 − 1)} + 𝑆𝑡

(5.5)

(ⅲ) 하위 기술 성능을 선택하는 경우(𝑋𝑡 = 3)
해당 시점에서의 하위 기술 성능을 선택하여 1 단위의 의사결정 기간
동안 구현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식 (5.6)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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𝑓(𝑆𝑡 , 𝑋𝑡 = 3) = 𝑃𝑡 + {𝑌𝐿 (𝑡) − 𝑃𝑡 }𝐿𝐼𝑡 (1) + 𝑆𝑡

(5.6)

(ⅳ) 하위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개발하는 경우(𝑋𝑡 = 4)
마지막으로 상위 기술 성능을 확보한 시점 𝛿 에서 구현 가능성을
1단위의 의사결정 기간 동안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식(5.7)과 같이
계산된다.

𝑓(𝑆𝑡 , 𝑋𝑡 = 4) = 𝑃𝑡 + {𝑌𝐿 (𝑡) − 𝑃𝛿 }{𝐿𝐼𝛿 (𝑡 − 𝛿) − 𝐿𝐼𝛿 (𝑡 − 𝛿 − 1)} + 𝑆𝑡

5.3.3

(5.7)

점화 관계식

업그레이드 의사결정을 내리면 지금 확보한 기술 성능 또는 확보를
결정한 기술 성능에 따라 성능의 향상 정도가 달라진다. 현시점에서 구현된
기술의 종류와 개발된 기간에 따라 향상되는 상태(누적 성능)가 달라진다.
정해진 기간에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며 그 이후에는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는다. 각 상태는 다음 상태로 갈 때 얻을 수 있는 성능의 향상 정도로
가치가 표현된다. 다음 상태로의 진행은 가장 가치가 높은 업그레이드
경로를 선택하게 되며 이는 식 (5.8)과 같이 최대화(maximization) 함수로
표현된다.
𝑓(𝑆𝑡 , 𝑋𝑡 ) =
𝑃𝑡 + {𝑌𝐻 (𝑡) − 𝑃𝑡 }𝐻𝐼𝑡 (1) + 𝑆𝑡 ,
𝑃 + {𝑌𝐻 (𝑡) − 𝑃𝛾 }{𝐻𝐼𝛾 (𝑡 − 𝛾) − 𝐻𝐼𝛾 (𝑡 − 𝛾 − 1)} + 𝑆𝑡 ,
𝑚𝑎𝑥 𝑡
𝑃𝑡 + {𝑌𝐿 (𝑡) − 𝑃𝑡 }𝐿𝐼𝑡 (1) + 𝑆𝑡 ,
{𝑌
(𝑡)
− 𝑃𝛿 }{𝐿𝐼𝛿 (𝑡 − 𝛿) − 𝐿𝐼𝛿 (𝑡 − 𝛿 − 1)} + 𝑆𝑡 ]
[ 𝑃𝑡 + 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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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시스템의 누적 성능을 최대화하는 경로는 역방향 귀납법을 통해 계산되며
최종적으로 시점별 최적의 업그레이드 방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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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가상 예제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제안하는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을
스마트폰 제품의 성능을 바탕으로 수치 기반 데이터 집합(Numerical databased set)을 생성하여 최적의 업그레이드 전략을 확인하였다. 기술적
예측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른 실시간 업그레이드 전략 또한 분석하여 본 모델에서
제시하는 업그레이드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과 기존의 일괄 업그레이드
방법의 누적 성능을 비교하여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의 적용에
대해 보인다.

6.1

제품 성능
본 연구에서 스마폰의 성능은 CPU 연산능력 기반의 Bench-mark

score로 측정한다. CPU의 성능을 기반으로 제품이 갖는 전체적인 성능을
점수화한 것이다. 과거 출시된 기종의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집합을 찾아 모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geekbench

홈페이지

①

의

5개

제조사

151개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기술 성능이 높은 것과 기술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누었다.
①

Android, iOS Benchmark Chart (2019). Single and Multi-Core
https://www.geekbench.com/adnroid-benchmarks
https://www.geekbench.com/iOS-bench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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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성능이 높은 경우 해당 기술은 장기간 개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전체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기간에서 1개의 단일
기술이 사용되며 기술 성능이 낮은 경우에는 기술이 단기간에 개발되며
하나의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다음 버전의 기술이 적용되는, 즉 이전
기술을 새로 개발되는 기술이 대체한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운용
기간

내

3개

버전의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특수목적

자동차나

무기체계의

경우

각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성능의 기준이 다른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무기체계
분야에서

사용하는

성능

지수인

무기체계

효과지수(WEI;

Weapon

Effectiveness Index) 등에 대한 세부 계산 방법의 경우 시스템마다 적용하는
계산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된 계산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무기체계 효과지수는 단순히 체계가 가진 성능의 공학적 수치에 기반하여
지수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환경과 교리적인
특성, 적 무기체계의 특성, 체계의 상대성에 따라 세부적인 계산 방법이
결정된다. 따라서 본 가상 예제에서는 모바일 분야에서 활용하는 일반적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조정하여 동적 업그레이드 모델의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사례를 수치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성능의 추세를 정량화하기 위해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였다. 대형 시스템의 경우, 하위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기술이 속한 분류에 따라 기술의 진보 속도와 양상이 모두
다르다(Eisenhardt and Tabrizi, 1995). 본 논문에서의 동적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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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경로는 기술 성능의 양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모형으로
성능을 정량화하는지는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 성능의 경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하위 시스템이 속한 도메인의 특성을 고려, 가장 성능의 추세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6.2

실험 매개 변수 설정
Geekbench의 스마트폰 151개의 성능 점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단기간의 Scurve가 향후 기술을 대체하는 그림6.1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Foster, 1986;
박용태, 2014). 새로 개발 중인 기술은 구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높은 기술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기술의
성능은 낮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기술의 구현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전 기술을 대체하게 된다. 그림
6.1에서 이전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마지막 접점에서 기술의 대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Figure 6.1: 기술진보 대체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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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술은 기술 진보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새로운 기술은 성능이 높아지면서 기술이
대체되기 때문에 기술 진보가 불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반영한다.
표 6.1은 실험에 사용한 상위 기술의 매개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상위
기술의 경우, 기술의 개발 기간이 하위 기술에 비해 길고 높은 성능의
향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술에 대한 복잡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성능 향상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6.2는 가상 예제 실험에 사용한 하위 기술의 매개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하위 기술의 경우 기술의 개발 주기가 짧고 성능의 향상 정도가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의사결정 기간이 있고 하나의 상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가정하면, 하위 기술은 다수의 진보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따라서 가상 예제에서는 3개의 각각
진보된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복잡도가 상위 기술에 비해 낮고, 점점 진보된 다음 단계의 기술을 개발할
때 복잡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며 개별 기술의 성능 향상 정도가 상위
기술에 비해 낮은 특징을 갖는다.
이 가상 예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성능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스템에 비해 출시
주기가 짧고, 복합적인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와 달리, CPU, GPU
등의 연산 기능 등에 초점을 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기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유사하게 일부 변형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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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상위 기술의 매개변수
High technology 1st Verion(Ver)
Parameters

Description

Value

𝑨

Previous performance

11.51

𝒂𝑯

Mid value

3

𝑴𝑯

Final performance

45

𝒃𝑯

Aggressive rate

0.03

μ

Expertise level

0.94

𝐞

Technological complexity

0.15

T

Development time

230

Table 6.2: 하위 기술의 매개변수
Low technology

1st Ver

2nd Ver

3rd Ver

Parameters

Description

Value

𝑨

Previous performance

5.12

10.35

18.90

𝒂𝑳

Mid value

1

1

1

𝑴𝑳

Final performance

10

20

36

𝒃𝑳

Aggressive rate

0.05

0.07

0.1

μ

Expertise level

1.0

0.96

0.98

𝐞

Technological complexity

-0.7

-0.5

-0.2

T

Development time

100

12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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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위 기술 성능 및 구현 가능성 정량화
앞서 설정한 상위 기술의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6.2와 같다. 상위 기술의 경우 성능의 이론적인 진보율이 낮지만, 장기간에
걸쳐 높은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술 구현 가능성의 경우 상위 기술은 개발 기간이 길고 기술에 대한
복잡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각 시점에서의 기술 구현의 양상은 그림
6.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초기에는 기술에 대한 구현 가능성이 낮고,
구현 가능성의 진보율이 낮다. 기술 구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투자되어야
구현 가능성이 높아지며 절대적인 시간이 긴 특징을 갖고 있다.
기술 구현의 그래프에서 하나의 추세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해당
시점에서의 이론적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했을 때의 구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40단위의 의사결정 기간에서 새로운 추세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해당 시점에서 새로운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지만, 얻을 수 있는
기술의 성능은 다르기 때문에 기술의 구조가 다르고 원하는 성능을 얻기
위한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의 유사성은 있지만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이전 시점에
개발한 기술을 한 의사결정 주기만큼 더 개발하여 구현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이론적 지식에 기반한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이론적 성능을 몇 퍼센트 개발하였는가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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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상위 기술의 이론적 성능 진보 정량화

Figure 6.3: 상위 기술의 구현 가능성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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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하위 기술 성능 및 구현 가능성 정량화
하위 기술은 성능의 이론적인 진보율은 높지만, 단기간에 성능 향상이

종료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단일 기술을 비교하였을 때, 전체 기간에서
보면, 상위 기술의 진보 정도가 하위 기술보다 더 높다.
하위 기술은 수명 주기가 짧아서 이전 기술의 이론적인 진보가
종료되면, 다음 기술이 대체하는 형태로 성능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예시에서는 하나의 상위 기술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동안
3개의 순차적으로 진보되는 하위 기술이 개발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표현한 것이 그림 6.4이다. 그림 6.4에서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주기인
40단위의 기간에서 기술의 진보 형태가 바뀌는 이유는 다음 진보된 기술이
이전 기술을 대체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음 버전의 기술이 도입되어
개발되는 것을 말한다.
하위 기술의 기술 구현 가능성의 형태는 기술의 복잡도가 낮으며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 짧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위 기술도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는 특성이 있다. 다른 버전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술 자체의 유사성 등에 의해 기술의 진보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은 기술 구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모델에 반영되어
계산된다. 이것을 표현하면 그림 6.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위 기술보다
더욱더 짧은 개발 기간과 초기에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의 정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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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하위 기술의 이론적 성능 진보 정량화

Figure 6.5: 하위 기술의 구현 가능성 정량화

43

제 7 장 실험 결과

7.1

실험 결과
그림

7.1은

3단위의

의사결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누적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기존의 일괄 업그레이드 시 선택하는 경로는 개발
시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위 기술을 전체 기간 동안 구현 가능성을
개발하는 HCHCHC의 경로이다. 이 경로는 시작 시점에서의 상위 기술의
이론적 성능을 계속 개발하여 구현 가능성을 높인 뒤, 마지막 시점에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식을 택한다.

Figure 7.1: 경로별 업그레이드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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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업그레이드 결과 비교
Policy

Selected

Final performance

Optimal path

Comparison

1

Present

18.96

HCHCHC

88.23%

2

21.36

HAHCHC

99.37%

3

15.31

HALCLC

71.24%

4

20.20

LAHCHC

93.99%

5

14.15

LALCLC

65.86%

21.49

LALALA

100%

6

√

이번 가상 예제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을 사용하여 얻은 업그레이드 경로는 LALALA의 경로이다. 이 경로는
시점마다 새로운 하위 기술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점마다 사용이 가능한 하위 기술 성능을 바탕으로 구현
가능성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다. 하위 기술의 경우 개발 기간
자체가 짧고 기술의 복잡도가 낮아 짧은 기간 동안 개발하여도 높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LALALA와 같은
최적의 업그레이드 경로가 설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그레이드 경로를 선정하여 최종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누적 성능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7.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결과는 시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업그레이드 경로인 LALALA에서 얻을 수 있는 누적 성능을
100%라고 하였을 때, 이전의 업그레이드 경로인 HCHCHC는 88.23%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무기체계에와 같은 시스템을 예로 들면, 1%의 성능의
차이로 피사체가 관통되어 완파되거나 또는 관통되지 않아 중파되는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낮은 수치의 차이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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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2: 업그레이드 경로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 향상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시스템에 적용되는 성능의 향상 추세를
나타내면 그림 7.2와 같다. 그림 7.2에서 Y축이 의미하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을 X축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한다. X축의 1, 2, 3은 시간 축에서
정해진 의사결정 시점을 의미한다.
실선이 의미하는 것은 기술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학적 지식의
추세 예측값인 기술 성능과 기술적 지식의 추세 예측값인 구현 가능성이
곱해진 것으로 실제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성능을 의미한다. 각
시점에서 그래프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이전 기술을 대체하기 때문이며 초기에는 구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전
기술보다 기술 성능이 높은 대안을 개발함에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성능이 낮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시스템에 적용되는 성능도 함께 올라가 이전 기술 대안보다 높은 성능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긴 점선이 의미하는 것은 가상 예제에서 최적의 업그레이드 경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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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ALA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을 때 실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은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부터 운용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0-1기간 동안
0시점에서의 새로운 하위 기술 성능을 기반으로 기술을 구현하여 0-1기간의
종점인 1시점에 개발된 기술이 시스템에 적용되어 성능이 향상된다. 이와
같이

성능의

향상은

시점의

종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LALALA로

업그레이드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누적 성능은 긴 점선의 성능 값이 0-3
시점에 갖는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짧은 점선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업그레이드 정책인 HCHCHC로
업그레이드하였을 때 시스템의 성능향상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0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인 기술 성능을 바탕으로 0-3의 3단위의
의사결정 동안 구현 가능성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의 종점인
3시점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얻는다. 따라서 이
경우의 누적 성능은 3시점 이후부터 현시점까지의 짧은 점선의 면적으로
얻을 수 있다. 누적 성능의 차이는 동일 기간에서 두 의사결정 경로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면적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이번 가상 예제에서 LALALA의 경로가 최적의 업그레이드 방법이라는
것은 기술 성능을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인 개발 및
업그레이드가 결과적으로 높은 누적 성능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 성능, 구현에 필요한 기간, 기술의 복잡성 등의 특성과
운용 기간 및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시점의 간격 등에 따라 업그레이드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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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무기체계와 같은 장기간 운영되는 대규모 시스템의 사용 계획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시스템의

성능을

구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순간부터, 그 성능을 바탕으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 전체
기간에서 최대의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성능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획을
세워 원하는 시기에 성능의 도약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사용되는 기술의 종류를 선택하고 개발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의사결정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기술의 성능 및 기술
구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의 상충관계를 바탕으로 운용 기간 내 최대의
누적 성능을 획득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동적 모델을
제안한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충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을 이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지식으로

구분한다.

이는

순수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에서 얻는 연구 개발의 목표와 군사 분야나
시장에서 원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하는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인 근거이다.
현재

무기체계의

진화적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되어

제도적인 부분이나 경영적 측면에서 이론적, 정성적인 연구는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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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적용하는
정량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술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을 진화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모델을 제시하여 향후
기술의 확률적인 개발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의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을 사용하면, 시스템의
성능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향상되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기체계와 같은 대형 시스템의 획득 및 개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현재 보유 중인, 구현 가능한 기술의 성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높은 성능만을 목표로 설정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개발의 완료 시점에서 높은 성능을 개발할 수 있지만, 물리적,
기능적 실체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 본
모델에서 사용된 기술 성능을 정량화하는 방법에서도 설명하였듯 기술의
개발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기체계

연구에

관련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분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 운용 중인 체계 성능에
관련된 부분은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WEI와 같이 환경 및
교리적인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각 상황에 맞는 기준이 명확하게
반영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향후 관련 기관의 빅데이터 센터에서
자료를 분류하여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제한다면 본 모델을 사용하여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무기체계 및 특수목적 차량의 개발 체계는 목표하는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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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술을 개발하는 하향식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제한적인 투자 비용을 바탕으로 특정
체계를 최소한의 시도에서 개발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각종 체계 개발의 지연되어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의 지연으로 인해 진부화된 기술 성능을
해결하지 못한 체계가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영후, 2018).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화적 업그레이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종 목표 성능을 설정하되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 확보된
기술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상향식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은 상향 기술개발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제안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성능을 최종적으로 얻는데 필요한 기간을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기술의

개발은

계획된

기간에

완성되지

않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Dubos, 2008; Krankel, 2006). 특히 기술 성능이 높은 경우 계획된
기간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 개발의 경우 상당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하나의 정량적인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 기술의 현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 및 분석하여 업그레이드의 방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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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확률적 동적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무기체계와

같은

대형

시스템

업그레이드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호환성이다.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된 성능을 가진
다음 버전의 하위 시스템이 기조 플랫폼에 사용될 때, 다른 연관된
시스템과의 성능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인 시스템은 현재
적용된 물리적 기능적 성능보다 더욱 높은 요구사항이 적용되어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허용 임계값(marginal tolerance)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계값을 넘는 성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진보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한다(Cheng and Chu, 2012; Keller et al., 2005; Tackett
et al., 2014). 이 경우 하나의 하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어도 성능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환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다뤘다.

향후에는

연관된

시스템의

호환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업그레이드 모델에 적용 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반영한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각 기술이 갖는 특성에 따라 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 다르며 성능의 향상 정도도 다르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집하여 분해한 뒤 진보된 기술을 반영하여
다시 조립 및 사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때, 진보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매 순간
업그레이드를 진행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술의 개발을 기다렸다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묶음 문제(batch problem)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동적 업그레이드 의사결정 모델은 두 개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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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하위 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의 업그레이드 시점과 각 기술이
호환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관계를 다루어 시스템 수준에서의 기술 적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서 분석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업그레이드 모델을 제안할 수 있고 현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더욱 실용적인 의사결정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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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namic decision model for system
upgrade considering the trade-offs
between technology level selection and its
implementation
Junyeol Ryu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arge-scale engineered systems, such as weapon systems and special
purpose vehicles, have long operation periods, so operators plan upgrades
considering the technologie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Developing a high
technology may increase more performance level compared to low technology,
but performance may not be improved since implementation failure. In this
case, it is more advantageous to choose low technology that can be
implemented reliably. Therefore, the planned upgrad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technology performance level and implementation of the
technology that changes from time to time. This study provides a dynamic
decision model based on the trade-off mechanisms that high-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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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require long development periods to implement the technology
and low-performance technologies require short development periods. A case
study using dynamic decision model confirms that the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can find the optimal upgrade policy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Keywords: Upgrade, Technology performance level, Implementation,
Development period, Trade-off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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