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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LRT project is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investing enormous budget and required continuous 

maintenance after construction, it is the global trend to perform business in terms of life-cycle from the initial 
construction, operation to disposal. It is very important LRT to manage interfaces efficiently and to integrate 
vehicle, civil, track, electricity, communications, signals, operations, facilities organically.

Global companies of the railwa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Europe are getting orders a large rail project 
and preempting the world market based on engineering technology. But, domestic LRT systems engineering is 
the subcontracting level to the lack  of practical skills and experience. Thus, technology securement is very 
urgent for the independence of systems engineering technology and overseas advance based turnkey.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study applicable systems engineering technology focusing on LRT system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5288. 

1. 서 론

경량전철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건설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바, 건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운영, 용도폐기에 이르기까지 생명주기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경량전철은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량, 신호, 통신, 전기, 토목,

궤도, 운영 등이 유기적인 통합 및 인터페이스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유럽을 비롯한

철도 선진국들은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스템엔지니어링(SE : Systems Engineering) 기반의

프로젝트 수주 등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국내 경량전철 사업 경우 실질적인 기술기반과 실무경험

이 미흡하여 외국사의 하도급 수준이다. 이에 따라 SE 기술기반 자립 및 해외 턴키베이스 진출 등을 위

해 기술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경량전철 차량시스템을 중심으로 국제규격인 ISO/IEC-15288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

기반의 SE 적용기술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국내경량전철 SE적용 필요성

2.1 SE적용 필요성

국제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범 지구적 대책의 일환으로 녹색환경을 유지토록 CO2 배출권

확보와 연계하여 국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1) 완전자동무인운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경량전철 건설

사업은 친환경 녹색성장 확보에 적합한 도시교통 시스템으로서 국내 대부분 사업을 외국 글로벌 기업에

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PM : Project Management), SE 및 차량, 신호시스템 등 하위시스

템의 공급자로서도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SE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량전철 건설사업에서 수행되는 SE 핵심기술을 자립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줄어든다. 따라서

1629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제작, 운영 및 폐기시까지의 각 분야별 서브시스템간 연계

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생명주기(Life cycle) 동안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SE 원천기술개발이 절

실히 필요하다.

2.2 국내경량전철 SE 적용사례

국내에서 수행한 경량전철 사업의 SE활동은 대부분은 KSX ISO/IEC-15288에서 정의하는 시스템의

생명주기 프로세스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다양한 핵심장치 개발 및 관련 사업 목표달성과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그림 1]과 같이 기본/상세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인도단계에서 성능관리, RAMS,

설계관리,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핵심관리영역을 적용하였다. 이들 사업에 대한 시스템엔지니어링 적

용 사례 및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단계별 SE 적용사례]

2.2.1 용인 경량전철

용인 경량전철사업은 총연장 18.4km, 15개 역사, 첨두시 2분15초 간격, 표정속도는 39.2km/h, 차량은

캐나다 봄바르디어社에서 제작한 LIM(Linear Induction Motor) 방식으로 철궤도 중앙에 위치한 리액션

플레이트(Reaction plate)를 이용한 선형 모터 방식으로 봄바르디어社에서 PM, SE 및 차량을 공급하여

사실상 본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중에 있다
2)

따라서, PM 및 SE를 통합관리로,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성능 사양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고, 서브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초를 제공하는 등의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울러 차량시스템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핵심기술관리 측면으로 성능관리, 설

계관리, 인터페이스관리, RAM관리, 안전성관리, EMI/EMC관리, 소음/진동관리, 형상관리, 소프트웨어관

리, 시험/시운전 관리 등에 SE 기법을 적용하였다.

2.2.2 부산-김해 경량전철

부산-김해 경량전철사업은 총 연장 23.5km에 21개 역사, 첨두시 3분 간격, 표정속도 38km/h로 운행될

것으로 철제차륜 AGT(Automated Guide way Transit) 차량을 도입하였고,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과

PM, SE는 각각 프랑스 시스트라社와 이탈리아 디아폴로니아社에서 수행을 하였으며 시스템 설계는 서

브시스템 수준까지 세분화하여 설계, 설계변경, 업그레이드와 피드백 등을 포함한 요구조건과 전반적인

목표관점을 제시하여 수행하였고 용인 경량전철과 동일한 SE 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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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총연장 11.1㎞, 15개 역사, 첨두시 3분 간격, 표정속도 33km/h이며 수도

권 전철과 환승이 가능하고, 차량은 독일 Siemens社(VAL208)의 고무차륜(AGT), PM은 지멘스社, SE는

프랑스 시스트라社가 수행 중에 있으며, 설계관리, 인터페이스관리, RAM관리, 안전성관리, 시험/시운전

관리 등 핵심관리 영역에만 SE 기법을 적용하였다

2.2.4 인천메트로 2호선

인천메트로 2호선 건설사업은 주관사인 포스코 건설과 차량(철제차륜 AGT) 공급사인 현대로템(37편

성/2량 1편성), 디아폴로니아社 등 완전자동 무인운전의 성공적인 구축과 시스템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

여 용인 경량전철과 동일한 SE 기법을 적용 중에 있다.

2.2.5 부산 4호선

부산 4호선 건설사업은 국가재정 사업인 총 연장 12.7km로 14개 역사, 첨두시 4분 간격으로 표정속도

는 30km/h, 차량은 한국형 표준 경량전철(K-AGT/고무차륜) 차량을 (주)우진산전에서 공급하였으며, 차

량․신호분야 SE를 우진산전과 일본 코벨코社에서 수행하였다.

AGT 시스템의 전체 설계와 기능적, 전기적, 기계적 인터페이스의 조정을 통한 요구사항을 만족토록

시스템내 서브시스템(Sub-systems) 및 Infra(토목, 건축, 궤도) 분야와 원활한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해

핵심기술관리 영역인 SE 활동을 수행하였다. [표1]은 국내 경량전철 SE 적용사례를 나열한 것임.

구 분
부산-김해
경전철

인천
2호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부산
4호선

차 종
AGT

(철제차륜)
AGT

(철제차륜)
LIM

VAL
(고무차륜)

K-AGT
(고무차륜)

성능관리 ○ ○ ○ ○

설계관리 ○ ○ ○ ○ ○

인터페이스 관리 ○ ○ ○ ○ ○

RAM관리 ○ ○ ○ ○

안전성관리 ○ ○ ○ ○

EMI/EMC관리 ○ ○ ○

소음/진동관리 ○ ○

형상관리 ○ ○ ○ ○

소프트웨어관리 ○ ○ ○

시험 시운전관리 ○ ○ ○ ○ ○

외국사 디아폴로니아 디아폴로니아 봄바르디어 지멘스 코벨코

국내사 현대로템 현대로템 - - 우진산전

[표 1. 국내 경량전철 SE 적용사례]

2.3 차량시스템 프로세스 적용방안

2.3.1. ISO/IEC-15288 프로세스

ISO/IEC-15288
3)
생명주기 프로세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간, 프로세스, 절차(procedure), 설비,

자연 자원 등으로 구성되는 모든 인공(man-made) 시스템에 대해 개념, 개발(설계), 생산(제작), 운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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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지보수), 용도폐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생명주기 모델에 상응하는 프로세스는 단일 시스템이 아

닌 복합시스템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발위험 완화, SE 및 시스템관리, 그리고 모든 조직과 모든 수

준의 시스템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틀을 제시한다. ISO/IEC-15288의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는 [그림2]와 같이 합의(Agreement),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프로젝트(Project), 기

술(Technical)의 4개 분야에 각각 고유의 목표(Goal)를 갖는 25개의 하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ISO/IEC-15288 프로세스]

2.3.2. 기술프로세스 개요

[그림3]과 같이 프로세스는 입력물을 출력물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활동의 집합으로 정의

되며, 기술프로세스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요구사항 분석, 아키텍처 설계, 구현, 통합, 검증,

배치, 확인, 운용, 유지보수, 용도폐기 등 11개 세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세스에 대한 정

의와 관련 요소들(입력물, 통제, 출력물, 지원매커니즘)에
4)
대한 서술을 통해 각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림 3. 프로세스 표현형식]

1632



ISO/IEC-15288

생명주기
기술프로세스 활동 및 테스크

개념단계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차량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유도

- 차량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의

- 차량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및 유지

요구사항 분석
- 차량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차량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및 유지

개발단계 아키텍처 설계

- 차량 아키텍처 정의

- 차량 아키텍처 분석 및 구현

- 차량 아키텍처 문서화 및 관리

[표 2. 차량시스템의 생명주기 단계별 활동 및 테스크]

2.3.3 차량시스템의 생명주기 활동프로세스

차량시스템 생명주기의 단계별 분류는 [그림4]와 같이 입력물, 통제, 출력물, 지원매커니즘으로 분류하며

통제에는 지시 및 제약사항 그리고 정부의 규제 및 법률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적용규칙(법규), 산업표

준, 계약서, 프로젝트 절차서(표준), 프로젝트 지침서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원 매커니즘은 프로세스와

관련된 수행조직, 프로세스에서 요구되는 설비, 장비, 자원, 프로세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및 절차 등이 지원된다.

[그림 4. 활동(확인) 프로세스 Context Diagram]

2.3.4 차량시스템의 생명주기 활동 및 테스크

경량전철사업 생명주기의 개념, 개발, 생산(제작), 운용, 유지보수 및 용도폐기 단계에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가 해당되는 활동 및 태스크를 정의한다.

아래의 [표 2]와 같이 경량전철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차량분야에 대한 단계별 기술프로세스를 분류하여 

경량전철사업의 초기단계인 개념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인 용도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각 해당 프로세

스별 입력 및 출력물에 의하여 단계별 활동 및 태스크를 정의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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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작)

단계

구    현 - 차량 구현계획 및 수행

통    합 - 차량 통합계획 및 수행

검    증 - 차량 검증계획 및 수행

배    치 - 차량 배치계획 및 수행

확    인 - 차량 확인계획 및 수행

운영단계 운    영

- 차량 운용준비

- 차량 운용자 훈련제공

- 차량 운용자 시스템 사용

- 차량 운용상 문제해결

- 차량 고객지원

유지보수단계 유지보수

- 차량 유지보수 전략준비

- 차량 유지보수 제약사항 식별

- 차량 유지보수 수행

용도폐기단계 용도폐기

- 차량시스템 용도폐기 계획

- 차량시스템 용도폐기 수행

- 차량시스템 용도폐기 종료

2.3.5 차량시스템의 생명주기 템플릿 정의

경량전철 차량시스템의 생명주기 프로세스는 체계적이고 올바른 SE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내 경전철 건설사업에 적용되었던 핵심기술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규격화된 ISO/IEC-15288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표준으로 활용하여

기본 틀을 형성하고, 국내외 경량전철 및 철도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INCOSE

Handbook 3.2에서 제시하는 기술프로세스의 내용 및 특징을 근간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량전

철 차량시스템 생명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정의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3. 결 론

본고에서는 국내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SE 적용사례, 차량시스템의 생명주기와 SE적용방안, 기획단계

에서 운영 및 폐기시까지의 각 분야별 서브시스템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 과정에 걸쳐 SE원천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따라서 해외 글로벌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국내외의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턴키베이스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실정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SE원천기술개발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후 기》

이 논문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엔지니어링 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에 있는 
“경량전철시스템 및 운영고도화를 위한 SE 적용기술개발사업”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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