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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data and documents for the LRT Project using the systems 
engineering approach. It is addressed a computed based management system using the Systems Engineering 
Approach toward system thinking to manag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data and documents. Because the unified 
efforts was insufficient  data and outcomes of project management and systems engineering during the existing LRT 
Project, we proposed the unified compu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ject management and systems engineering 
efforts using the systems engineering methodology like as a operation concept,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quirements, and functional architecture analysis. This will offer supply efficiently data and outcomes management 
for the LRT project and then support the automatical document publish output.

1. 서론

국외를 비롯한 정부 및 국내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문제 해결과 환경문제, 그리고 편리하고 

운용효율이 높은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 경량전철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경량전철

시스템은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적게 소요되고, 궤도교통수단으로서 정시성, 친환경적인 특성 유지, 수송

효율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시스템을 개발 및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의 경우 건설비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며, 이를 도입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측면에서는 운영비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정 및 민간투자사

업을 통해서 낮은 건설비 및 운영비, 높은 운영효율을 갖춘 도시철도시스템을 선정 및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량전철사업의 경우 해외기업이 차량, 신호, 통신 등의 분야의 시스템 설계, 개발 및 공급 등

의 핵심적인 분야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건설, 전력 등의 투자 대비 이익이 낮은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영역인 사업관리(PM : Project Management)하고 기술적 엔지

니어링 분야를 책임지는 시스템엔지니어링(SE : Systems Engineering)분야의 해외기업이 주도 및 컨설

팅의 형태로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경량전철사업의 경우 캐나다의 봄바르디어사의 경우 사업의 

주관사이면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엔지니어링, 경량전철차량, 신호 및 통신 분야 등 거의 모든 하위시

스템분야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결국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유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량전철사업을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형

태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지식경제

부가 주관하는 「경량전철시스템 및 운영고도화를 위한 시스템엔지니어링 적용 기술 개발」국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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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하였다.[1] 상기의 국책연구과제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시스템엔지니어링 적용 기술은 KS X 

ISO/IEC 15288을 기준삼아 작성된다.[2] 일반적으로 국내 경량전철사업은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이 협력

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많은 자료와 산출물을 경량전철사업 측

면에서 계획하고, 생성하며,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경

우는 드물다. 국내에서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경량전철사업의 경우 유사한 경량전철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할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생성된 자료와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생

성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되고 검증될 경우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량전철사업 수행 시 생성되는 자료 및 산출물을 효과적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

산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적 사고 접근을 지향하는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2.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한 경량전철사업의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경량전철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는 관련 이해관계

자들의 식별 및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개발, 그리고 논리적 및 물리적 아키텍

처 개발 등의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을 그림 1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는 향후 실제적인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시스템의 구축 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본 논문에

서 준용한 IEEE 1220 표준(KS X ISO/IEC 26702)은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를 정의하는데 있어 체

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3] 요구사항 분석, 기능분석, 설계조합 등의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적용

하여 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경량전철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 사업

관리영역과 시스템엔지니어링영역을 분리하였으며, 이러한 영역에서 생성되는 자료와 산출물 또한 분리

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와 산출물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서로 교환

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운영성을 고려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축되는 자료 및 산출물 관

리 시스템은 이러한 체계를 전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IEEE 1220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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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의 이해관계자 및 요구사항 도출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이들로부터 관리시스템에 요구하는 사항을 들을 도출하였다. 이에 도표 1과 같은 수집 템플릿을 제안하

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도표 1과 같이 요구사항을 수집하였다. 수집 템플릿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본 

정보, 요구사항, 핵심목표, 고려사항, 참조문서 등의 주요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향후 사용자 중심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히 서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도표 1. 이해관계자 식별 및 요구사항 도출 사례

2.2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운영개념 정의

다분야 경량전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리드하는 프로젝트 관리 및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을 통해 생성된 

정보(문서, 데이터 등)을 개별 관리하고, 인터페이스가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 상호 정보를 전산적으로 교환 

및 편집, 보고서 생성할 수 있는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고려되는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기본 정보, WBS, 일정 및 진도, 인력, 비용, 산출물, 이슈 회의록 등

이며, 시스템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고려되는 프로세스는 크게 기술프로세스와 핵심기술관리프로세스이다. 기술

프로세스는 KS X ISO/IEC 15288에 명시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의 프로세스,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 

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 구현 프로세스 등 11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기술관리프로세스는 성능

통합관리 프로세스, 설계관리 프로세스 등 기술프로세스 중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관점에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집중 관리하는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프로세스 및 핵심기술관리프로세스 

수행에서 발생된 자료 및 데이터는 각각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생성 및 관리되며, 상호 교환되는 자료 및 데이

터의 경우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종 도구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목적에 따라 개발해야 한

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운영체계나 다른 응용프로그램에게 처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운영체계

나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미리 정해진 특별한 방법으로 운영체계나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대하게 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명령형 인터페이스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4]

241



그림 2.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의 운영개념도

2.3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 사용자(User Requirement)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상기에서 수집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과정을 거쳐 사용자관점의 요구사항을 다음 도표 2와 같이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및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독립적인 자료 

및 산출물, 그리고 연관된 자료 및 산출물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이 도출 및 서술되었다. 이는 사용자 요

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시스템 요구사항으로의 전환 시 기준이 되며, 합의점이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시 확인(Validation)의 기준이 된다.

UR.1 PM 정보시스템은 PM 활동을 필수, 최소로 구현하고 관리해야 한다.

UR.2 PM 및 SE 정보는 형상관리가 가능해야 해야 한다.

UR.3 PMSE 정보시스템은 CS아키텍처를 가져야 해야 한다.

UR.4 PM시스템은 프로젝트 수행 프로세스를 반영해야 해야 한다.

UR.5 PM시스템은 모든 활동 및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황보고 가능해야 한다.

UR.6 주요 형상문서(프로젝트 문서, 산출물, 기술자료 등)는 표준 템플릿을 활용하여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UR.7 특정 조직이나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정보(업무 포함)를 공지/알림해야 한다.

UR.8 PM시스템은 WP별 일정수행과 수행 결과물을 액티비티별로 관리해야 한다.

UR.9 PM시스템은 비용(비용분석) 및 자원관리(자원부하분석)를 최소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UR.10 일정관리(간트형식 제공) 및 캘린더 관리해야 한다.

UR.11 EVMS 기능 제공(옵션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UR.12 SE정보는 PM시스템으로 원활히 전송할 수 있는 구조 설계이어야 해야 한다.

UR.13 PM시스템은 권한그룹(조직/사용자) 및 접근권한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UR.14 경량전철시스템 SE설계 데이터 전송(SE ⇒ PM)이 가능해야 한다.

UR.15 사업수행관련 데이터 교환(SE ⇔ PM)이 해야 한다.

UR.16 회의록 등 사업관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UR.17 문서관리 시 번호자동생성이 가능해야 한다.

도표 2.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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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1 시스템은 프로젝트 일정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SR.2 시스템은 프로젝트 비용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SR.3 시스템은 프로젝트 자원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SR.4 시스템은 PM정보에 대해 형상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SR.5 시스템은 SE정보에 대해 형상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SR.6 시스템은 CS아키텍처로 구축되어야 한다.

SR.7 시스템은 CS환경에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SR.8 시스템은 프로젝트 수행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SR.9 시스템은 프로세스 수행을 위한 ICOM을 관리해야 한다.

SR.10 시스템은 프로젝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SR.11 시스템은 프로젝트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SR.12 시스템은 형상문서에 대한 표준 템플릿을 제공해야 한다.

SR.13 시스템은 표준 템플릿을 활용하여 형상문서를 생성하고 출력해야 한다.

SR.14 시스템은 특정 조직이나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공지해야 한다.

SR.15 시스템은 특정 조직이나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SR.16 시스템은 액티비티별로 WP 수행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SR.17 시스템은 액티비티별로 수행 결과물을 관리해야 한다.

SR.18 시스템은 비용분석을 최소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SR.19 시스템은 자원부하분석을 최소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SR.20 시스템은 일정분석기능을 최소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SR.21 시스템은 EVMS 기능을 최소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SR.22 시스템은 SE정보를 PM하부시스템에 전송할 수 구조 있어야 한다.

SR.23 시스템은 생성정보에 대해 권한그룹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SR.24 시스템은 생성정보에 대해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SR.25 시스템은 SE설계 데이터를 PM하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SR.26 시스템은 SE-PM 하부시스템간 사업수행관련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SR.27 시스템은 PM데이터를 SE하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SR.28 시스템은 PM하부시스템에서 생성된 문서에 대해 자동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SR.29 시스템은 SE하부시스템에서 생성된 문서 또는 데이터에 대해 번호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

SR.30 시스템은 시스템운용을 위한 교육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SR.31 시스템은 시스템운용을 위한 용어를 제공해야 한다.

SR.32 시스템은 시스템운용을 위한 운용매뉴얼을 관리해야 한다.

SR.33 시스템은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표준언어로 구축되어야 한다.

SR.34 시스템은 생성된 문서들의 지침서를 관리해야 한다.

도표 3.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2.4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의 시스템(System) 요구사항 및 검증요구사항 정의

2.4.1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의 시스템 요구사항 목록

상기에서 정의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자관점에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 및 성능요구사항과 속성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상기에서 제시한 사용자 요구사항과 향후에 전산도구를 활용하여 추적되어

야 한다. 추가적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검증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시험단계에서 확인(validation)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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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1 시스템은 단위테스트 절차에 따라 단위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VR.2 시스템은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통합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VR.3 시스템은 인수시험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인수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VR.4 시스템은 사용자에 의한 임의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도표 4.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 검증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2.4.2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의 검증(Verification) 요구사항 목록

상기에서 서술한 시스템 요구사항은 반드시 검증 가능해야하며 향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

하다. 서술된 검증요구사항은 시스템요구사항과 향후 전산도구를 통해 추적되어야 한다. 이에 시스템 요

구사항에 대한 검증요구사항을 제시하여 향후 검증 및 확인 단계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2.5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시스템) 기능 구조도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시스템)은 크게 프로젝트 정보관리(PM) 기능과 시스템엔지니어링 정보 관리 

(SE)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료 및 산출물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관리, 접근 권한 관리 등의 공통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시스템) 기능 구조도

2.6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 물리 구조도

2.6.1 하드웨어(H/W) 구성도

경량전철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경량전철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 및 산출물관리 체계(시스템)을 제시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물리 구조도를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구성도는 

실제 경량전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환경 설정의 기본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및 시스템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 데이터를 내부 및 외부에서 접근(access)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프로젝트 관리 및 시스템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생성

은 이미 존재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 두 개의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API를 개발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내부 및 외부에서의 접근을 

사용자 관리 및 사용자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통제하므로 서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경량전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내부 사업수행자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

이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정보 제공기능을 웹을 통해 구현하였다. 웹 환경에서

도 높은 수준의 보안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의 다운 및 업로드를 권한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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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목적용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시스템) H/W 구성도

2.6.2 소프트웨어(S/W) 구성도

상기에서 언급한 H/W구성도를 기반으로 연구수행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S/W환경을 아래와 그림 5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도는 실제 경량전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소프트웨어 환경 설정의 기본이 될 것이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 

및 프로젝트 관리 활동이 정의되며, 관련 자료와 산출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와 같은 활동은 적절한 운영

소프트웨어 및 운영소프트웨어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추가적인 보안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전체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운용소프트웨어(OS : Operating System), 응

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연구목적용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시스템) S/W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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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논문은 기존 경량전철사업을 통해서 생성된 사업관리 및 시스템엔지니어링 자료 및 산출물을 통합

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운영개념 및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기능 아키텍처 분석 등의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사업관리 및 시스

템엔지니어링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의된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체

계는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수행되는 경량전철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자동문서 출력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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