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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o apply the functional models in the design 

reviews and the validation of the subsequent design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in the 

urban rail transit standardization program. The functional models can be obtained based on 

the requirements. Specifically, the requirements are first represented by the use case and 

sequence diagrams and then the results are transformed into the functional models using the 

Systems Modeling Language (SysML) diagrams and the FFBD (Functional Flow Block 

Diagram) and oth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can be checked whether the 

original requirements have been reflected properly in the designs. Also, it can be seen that 

how the possible changes in the requirements affect the functions and thus how the designs 

should be chang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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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철도 표준화사업과 같이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는 개발기간도 길고 많은 관련업체와 연관이 되어

있어, 체계적인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는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동안 요구사항의 

빈번한 수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프로젝트 중간에 요구사항 수정이나 프로젝트 일부 및 전반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설계변경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확한 요구사항의 개발, 검증 그리

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설계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거나, 대형사고 및 설계 결함이 발생하기도 한

다.[1] 그래서 설계 전에 정확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모델링으로 설계 및 프로젝트 수행에 적용하여 

프로젝트 수행 중에 불시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며, 또한 정확한 설계에 도움을 주어 원활

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계획서 및 프로젝트 제안서대로 정확하게 프로젝트를 마무리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프로젝트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요구사항을 SysML의 Sequence Diagram과 

EFFBD를 활용하여 기능 모델을 작성 한 후, 설계가 진행 중인 시스템이 초기 요구사항과 부합하는 설

계를 하는지 확인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의 핵심장치인 차지상

간 통합 데이터전송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를 기술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프로젝트 진행 시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식별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공통적 이해에 도움을 주어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에 도

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에서 핵심장치 표준 규격서 개발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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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위한 활용이 기대된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요구사항 도출을 설명하기 위하여 2.1절에서는 시나리오를 분

석하고 2.2절에서는 분석된 시나리오를 통한 요구사항 도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기능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3.1에서는 SysML을 활용한 모델링을 하고, 3.2절에서는 EFFBD를 활용한 

모델링을 설명한다. 그리고 4절은 기능모델링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4.1절에서는 설계 검토과정에서의 

적용방안을 기술하며, 4.2절에서는 설계 규격서 및 표준안 타당성 검토의 적용방안을 기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프로젝트 설계 검토과정에서 기능모델의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기술한다.

2. 요구사항 도출

2.1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

2.1.1 시나리오 분석

요구사항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 반드시 식별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써,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서 어떠한 요소를 이용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영역이다[2]. 그 문제

영역에 대한 시나리오는 그 시스템이 어떠한 형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어 준다. 시나리

오는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시스템과 외부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 시스템

의 운영 및 시스템들 간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알면 이를 통해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쉬워

진다[4]. 본 논문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인 차지상간 통합 데이터전송 시스템은 이러한 과정 없이 진

행되어온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그 대상 자료를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도출 프로세스는 그림1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1 요구사항 도출 프로세스

2.1.2 분석된 시나리오를 통한 요구사항 도출

상위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분석된 요구사항의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EIA-632[3]를 바탕으로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정의된 프로세스를 따라 식별된 시나리오를 통하

여 SysML의 Use Case Dia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2와 같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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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요 구 사 항

1
차지상간 통합데이터 전송시스템은 승강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영상을 역사진입

차량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승강장의 영상은 각 역사의 CCTV카메라와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 체계를 사용하여 

전송한다.

3
지상장치의 역사장치는 기존의 설치된 CCTV감시체계에 영향이 없도록, 입력된 영상을 

기존장치에 출력할 수 있는 영상분배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지상장치는 4채널의 CCTV영상을 수신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화면분할 및 합성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이때, 영상의 합성에는 역사와 CCTV의 식별을 위한 문자표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지상장치는 영상신호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국제표준의 MPEG-2, MPEG-4 또는 

IEEE H.264등의 영상신호 압축기능을 제공해야한다.

7
차상장치는 지상에서 전송된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영상을 복원하여 운전실에 출력 

할 수 있어야 한다.

8
이를 위하여, 차상장치는 디지털 데이터신호를 영상으로 복원하는 국제표준의 MPEG-2, 

MPEG-4 또는 IEEE H.264 영상신호 복호기능을 제공해야한다.

9
차상장치는 복원된 영상을 운전실 모니터에 출력 할 수 있도록 영상출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표1 Originating Requirements Template

그림2 Use Case Diagram을 이용한 요구사항 분석 

이를 통해 차지상간 통합데이터 전송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아래 표1과 같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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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구사항 분석 

2.2.1 기능요구사항의 식별

관련 표준 및 가이드북에서는 요구사항을  그림과 같이 기능 성능 및 제약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3에서 보듯이 이들 요구사항 중 기능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기능 모델링을 

수행하며, 그림4는 이를 위한 프로세스로, 상위의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를 기능 분석 및 기능 모델링 

부분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능 모델링을 위해 표1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기능과 비 기능 요구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상세화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에는 기능과 비 기능 요구사항이 존

재하기 때문에 각각 서로간의 요구사항을 분해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상세한 사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템플릿을 작성하였다. 먼저 요구사항을 템플릿으로 정리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4][5]를 바탕으로 템플릿을 재구성하였다.

템플릿의 구성은 요구사항을 시스템과 서브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주체와 그 주체의 설계 및 제

작요구사항인 기능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그 시스템 주체의 목적을 기술하면 기존의 요구사

항 분석보다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 기준이 정리된 요구사항은 표2의 요구사항 템플릿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그림3 시스템 요구사항 프로세스

그림4 요구사항 도출 및 기능모델 작성 프로세스

메인 시스템 서브 시스템 시스템 주체 설계 및 기능사항 시스템의 목적

표2 상세 요구사항 템플릿

2.2.2 분석된 요구사항의 상세템플릿 작성

  표1은 차지상간 통합데이터 전송시스템에서 승강장 영상전송 시스템에 관한 기능 및 설계요소를 포

함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EIA-632[3]에서 표현 및 제시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다. 표2를 이용

하여 표1의 요구사항을 설계 및 제작요구사항에 세분화 되도록 시스템과 서브시스템을 나눈 후에 그 서

브시스템의 주체에 대한 정보와 그 주체에 대한 성능 및 기능사항을 분석한 후, 그 주체 및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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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기술한다. 이를 통해 표3과 같이 세부 기능 및 성능사양이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은(는) ~을(를)
~을(를) 이용하여

~에 의해
~해야 한다/있다.

승강장

영상전

송

통합데이터
전송 시스템 승강장 CCTV영상

역사진입 차량에

전송해야 한다.

통합데이터
전송 시스템 승강장 영상

CCTV 카메라

감시모니터 체계
전송해야 한다.

지상장치

역사장치
영상분배기능 존재해야 한다.

지상장치
하나의 영상으로

화면분할/합성하는 기능
4채널 CCTV영상

있다 

(문자표출기능)

지상장치 영상압축기능
국제표준MPEC-2/4

IEEE H264
제공해야 한다.

차상장치
지상에서 전송된

디지털 데이터

영상복원

(영상신호복원기능)

운전실에 출력할 수

있어야한다.

차상장치 복원된 영상
영상출력

인터페이스

운전실모니터에

출력해야 한다.

표3 상세 요구사항 템플릿

3. 기능 모델링

3.1 EFFBD을 활용한 기능 모델링

3.1.1 EFFBD의 정의 및 장점

  EFFBD는 기능적인 흐름의 측면에서 시스템의 요건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다이어그램이다. 이 다이

어그램은 현재 기능 모델링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다이어그램으로써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기능의 수행에 

대한 순서를 표현해주는 모델이다. 또한 EFFBD는 기능의 흐름뿐만 아니라 Data의 흐름까지도 표현하

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능모델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또한 입출력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기

능 및 그 기능의 Trigger까지 표현함으로써 기능모델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6]. 

3.1.2 EFFBD를 이용한 기능 모델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표3의 요구사항을 위의 EFFBD의 정의를 이용하여 기능모델을 실

시한다. 그림5～그림9는 차지상간 통합데이터 전송시스템 중 승강장 영상전송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을 EFFBD를 이용하여 모델링 한 결과이다. 이 모델링 결과로 인해서 승강장 영상전송시스템의 기능흐

름과 그 기능요구사항과 관계되는 데이터간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5 승강장 영상전송의 EFFBD

1595



그림6 승강장 영상장치중 차상장치의 EFFBD 

그림7 승강장 영상장치중 지상장치의 EFFBD 

그림8 차상장치중 영상 인터페이스의 EFFBD 

 

그림9 지상장치중 영상압축기능의 EFFBD 

3.2 SysML을 활용한 기능 모델링

3.2.1 Sequence Diagram 정의

Sequence Diagram은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묘사 및 표현하는데 사용되며, Sequence Diagram의 주요

목적은 어떠한 이벤트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표현한다. 이러한 Sequence 

Diagram의 특징은 EFFBD와 함께 사용하여 각 기능 수행의 주체를 표현하여 기능 모델의 활용성을 높

일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 단계에서 개발자들과 아키텍처 설계자들은 Sequence Diagram을 사

용하여 개발하는 프로젝트 시스템 내부의 객체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전체 시스템을 디자인하기도 

한다. 

3.2.2 Sequence Diagram을 이용한 기능 모델링

 본장에서는 Sequence Diagram을 이용하여 표현한 모델을 기술한다. 그림10은 차지상간 통합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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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시스템 중에서 승강장 영상전송에 관한 Sequence Diagram이다. 승강장 영상전송에서 입력된 영상

이 어떤 요소를 거처,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10 승강장 영상전송의 Sequence Diagram

4. 기능 모델의 활용

4.1 설계 검토과정에서의 적용방안

  2절에서는 요구사항을 도출 및 분석하였고, 3절에서는 도출된 요구사항을 통해 기능모델을 도출하

였다. 이어서 4장에서는 개발된 기능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 검토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기능모델은 초기요구사항으로 설계되는 과정에서의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므로 주어진 그림10의 

Sequence Diagram을 이용하여 설계가 시간적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설계가 되는지 파악하고, 그 상세한 

설계가 모델링된 EFFBD를 이용하여 설계의 정확도와 순서를 확인하여 설계 과정 중에 발생하는 실수 

또는 절차상의 오류를 검토하여 설계과정에서의 프로젝트 오류를 찾아서 수정할 수 있다. 아래의 체크

리스트 표4를 활용하여 설계 과정에서 설계절차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No. Verification Question Verification

1
설계사양이 초기조건(요구사항)에 부합하는가?

 -EFFBD 이용
초기조건에 부합함

2

그 제대로 된 요구사항을 Sequence적으로 올바르게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Sequence Diagram 이용

순차적으로 실행함

3

EFFBD 및 Sequence Diagram을 이용하여 올바르게 프로젝트 

시스템이 설계되고 있는가?

 - Sequence Diagram 및 EFFBD 이용

모든 조건이 부합함

표4 Verification Template

4.2 설계 규격서 및 표준안 타당성 검토의 적용방안

 제시된 기능모델을 사용하여 초기에 고객이 원하는 설계 기능사양, 제품 개발사양, 설계 규격 그리고 

기타 제약사항과 표준사항을 적용하여 설계 규격서와 기능 표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

이다. 3절에서 모델링된 Enhanced Functional Flow Block Diagram을 사용하여 그림5～그림9에서 기술

하고 있는 방법과 순서에 따라 조건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EFFBD를 아래의 순서도 그림11에 적용시의 

방안은 초기 요구사항으로 모델링된 기능모델의 EFFBD를 기능, 성능 및 제약조건으로 검토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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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아래의 그림11의 순서에 따른 결과가 초기 사항을 만족시키면 모델링

된 기능, 성능 및 제약 요구사항은 설계 규격으로 표준, 규격 그리고 기준으로 정리하여 설계 표준안과 

제작 및 설계 규격서의 작성에 이용을 한다. 

그림11 요구사항 처리 및 설계규격 도출 순서

5. 결론

 본 논문은 요구사항을 통해 작성된 기능모델을 설계 검토에 적용하는 방법과 설계 규격서 및 표준안

의 타당성 검토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초기 요구사항이 설계에 잘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요구사항의 이해로 인한 설계 오류를 방지한다. 이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

용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이 변경될 시에도 정확하게 어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설계의 어떤 부분이 변경되어야 하는가를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에 고객이 

원하는 기능과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표준사양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품의 개발 사양서 및 설계 규

격서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설계검토과정에서의 검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 수명주기에 걸친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과 확인으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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