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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ght Rail Transit is system that offer target Performance and function because various sub-system  such as 

vehicles, power supply, signaling, communication, mechanical , track , civil is consisted as large complex 

system. Light Rail Transit and the complex system of safety, reliability to be a behavior, and target 

performance  and function properly to system's configuration, design, manufacture, installation and test 

verification, through operations system requirements to accurately describe what It is more important.

  With this study, light rail system KSX ISO / IEC 15288 system life cycle process by applying 

engineering techniques utilizing light rail system in the early stages of construction from the concept, design, 

production, operation, maintenance and end-use to the disposal stage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from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until the end of construction of the stakeholder to define requirements, analyz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developers and  system requirement of those who wish to be described accurately 

by selecting the best system  and system requirement in order to achieve their purpose.

1. 서론

경량전철시스템은 차량, 전기, 신호, 통신, 기계, 궤도, 건축 등 다양한 하부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목표성능과 기능을 제공하는 대형 복합 시스템이다. 경량전철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안전성, 신뢰성

이 있게 동작하고, 목표성능 및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성,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검

증,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경량전철 시스템에 KSX ISO/IEC 15288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활용한 시스템 엔지니

어링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경량전철사업 건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념, 설계, 생산, 운용, 유지보수 및 최종 

용도폐기 단계까지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건설 초기부터 건설종료까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전산지원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요구사항의 체계를 분석하고 추적성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시스템개발자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

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적의 시스템을 선정하고 시스템 요구사항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요구사항의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경량전철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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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의 경량전철시스템 적용방안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들은 아래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각 서브시스템엔지니어, 기타 이해관계자 및 운용자 그리고 제조자 간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경량전철시스템의 성능, 환경, 외부인터페이스 및 설계 제약사항들을 고려한 모든 요구사항을 수

집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의에서 요구사항 분석 단계

까지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림 1.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 Vee 모델

2.2 경량전철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경량전철시스템 요구사항이란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사용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데 있으며, “성능, 안전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시스

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량전철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시스템 및 장치들에 필요한 기준 또는 요건들을 

기술한 문서” 이다. 경량전철시스템은 차량, 전력, 신호, 통신, 기계 및 궤도 등 복합적인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개별서브시스템이 주어진 사양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의 기능은 실제 사용자나 운용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생명주기를 

통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시스템과 연관을 갖는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집단을 식별하고, 그들의 

필요, 기대 및 욕구를 식별하고, 식별된 사항들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공통의 세트로 변환

하여 시스템과 운용 환경과의 의도된 상호작용을 표현함은 물론, 각 운용 서비스 결과의 유용성을 확인

하는 검증기준이 되므로, 시스템 요구사항은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1524



표 1. 이해관계자 분류표

분류
1차 이해관계자

(사용자 도메인 관계)

2차 이해관계자

(솔루션 도메인 관계)

3차 이해관계자

(사회법규 및 환경 등)

주체 주무관청

이용자(승객)

설계감리자

특수목적회사(SPC)

경량전철사업관련 법령

국제적인 제약사항

지역주민

그림 2.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프로세스

2.3 경량전철시스템 요구사항 구성

 경량전철시스템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 차량시스템, 전기시스템, 신호 및 통신시스템, 기계

시스템, 궤도시스템, 운영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은 건축 및 토목으로 구성되며, 차량시스템이

란 궤도에서 운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차체, 대차, 제동장치, 추진/제어장치 및 전기장치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전기시스템이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송배전, 전차선, 

SCADA 등을 말한다. 신호‧통신시스템이란 열차를 자동 또는 무인으로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상 또

는 지상에 설치된 설비 및 데이터 송‧수신시스템으로서 자동열차제어장치(ATC), 자동열차운전장치

(ATO) 및 자동열차관리장치(ATS), 역무자동화설비(AFC) 등을 말한다. 기계시스템이란 승객들이 승‧하

차에 필요한 승강장스크린 도어(PSD), 승강설비 등을 말한다. 궤도시스템이란 경량전철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지하고 안내하기 위한 궤도 구조물 등을 말한다. 운영시스템이란 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및 관리체계를 말한다.

그림 3. 경량전철시스템 구성요소(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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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량전철사업의 하부시스템 설명

2.4 경량전철시스템 요구사항 체계

 요구사항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원이 되는 동시에 개발된 시스템의 검증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요구사항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가 성공적인 시스템 개발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요구사항은 내부에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층의 최상부에는 임무 요구사항(Mission 

Requir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임무 요구사항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선호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를 말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임무 요구사항이 정의되고 나면,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하게 되는데 이것이 최초 요구사항(Originating Requirement)이

다. 최초 요구사항(Originating Requirement)은 시스템에 대한 제약사항이나 성능에 대해 언급하는 요구

사항으로 이해당사자의 기술에 의해 작성되며,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를 정

의하고, 시스템의 운영 개념을 구축한다. 시스템 엔지니어는 최초 요구사항을 엔지니어링 용어로 전환하

는 작업을 하게 되며 이때 시스템 요구사항이 만들어진다. 분해된 하위 요구사항들은 분해하기 전 상위 

요구사항으로의 관계만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가지에서 파생된 시스템 요구사항과는 일반적으로 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 요구사항 모형(Tree)의 말단 노드에 있는 요구사항은 구체 설계자 (하드웨

어/소프트웨어 설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명확해야 하고 논증(Validation)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요구사항이 틀을 갖게 되어 형상항목에 대한 하나의 요구사항이 어떤 

임무 요구사항으로부터 유도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 시스템 요구사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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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경량전철시스템 요구사항 Peer Review

 Peer Review는 “동료 검토”라는 의미이며,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고치는 것도 목적중의 하나이긴 하지

만 근본적으로 Peer Review는 하나의 시스템의 설계나 개발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동

료 간의 검토 또는 확인을 통해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동료 검토는 주로 S/W 

개발 시 사용되어지나, 동료 검토 활동이 주는 기본 의미는 여러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하다고 판단

된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Peer Review의 프로세스는 역무, 검토 형식, 검토 승인 절차, 동료 검토의 

평가, 동료 검토 등급의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본 논문을 통해 이를 조정(Tailoring)하여 요구사

항의 수집에서 확정단계까지 적용함으로서 보다 명확하면서도 합의된 요구사항이 도출되도록 체계 구축

화 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그림 7은 종래의 Peer Review의 장점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프로젝트 요

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Peer Review 체계이다. 요구사항 분석팀을 구성하고 RFP와 이해당사

자 최초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요구사항 분석 활동을 시작한다. 1차 분석이 끝난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최초 요구사항 Peer Review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한다. 2차 분석

을 마친 요구사항을 System Requirement로 정의하고, 합의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합의 프로세스는 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합의된 요구사항은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관리된다.

그림 6. Peer Review 체계 수립

 시스템의 최초요구사항으로부터 돌출되어진 시스템 요구사항의 구성을 기본으로 Peer Review를 통해 

아래 2.6항에 경량전철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재정리 하였다.

2.6 경량전철시스템의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의 구성을 기본으로 경량전철 시스템의 구조 및 특성을 감안하여 시스템 요구사항을 

재분류 하였다. 즉, 앞에서 설명한 시스템의 요구사항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여 경량전철 시스템을 기술

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의 기능들을 재배치하고 상위 요구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하위 

요구사항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시스템 요구사항을 그림 8과 같이 목표요구사항, 입/출력 요

구사항, 절충 요구사항 및 시험검증 요구사항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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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량전철시스템의 요구사항

2.7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구(Tool)를 활용한 요구사항 체계구축

 요구사항관리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변경

한 요구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 평가는 요구사항의 추적성을 통해 가능하다.

요구사항 개발부터 시작하여 요구사항 변경관리와 추적성을 전산지원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함으로써,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수행하는 시스템엔지니어링활동을 지원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변경내용을 손쉽

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신 설계 자료를 찾는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지원도구에 접속하여 그 내용

을 보거나 필요한 경우 문서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구조로서, 각 이해관계자의 업무 영역과 중요도에 따

라 데이터에 접근하는 권한을 설정,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림 9는 CORE 도구를 사용하여 구현한 예로서, 추적성을 확보하고 변경에 대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선정했다. 최초 요구사항과 위험원을 CORE 안에 입력하여 하나의 데이터 모델을 구축

하고, 변경에 대한 모든 이력을 관리하여 언제 누가 무엇을 변경 했는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추적 관리

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다.

그림 8. CORE 데이터 베이스 구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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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경량전철시스템 요구사항의 체계 구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연차보고서, RFP 및 시스템별 요

구사항을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해 요구사항을 정제하였

다. 이에 요구사항을 효율적 운영하고 논리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할 것

이다.

 - 시스템의 상위 및 하위 요구사항의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전산지원 도구를 사용하여 변경관리와 추적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 

 -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SE전산도구와 PM전산도구의 상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D/B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향후 개발이 진행함에 따라 도출되는 하위시스템요구사항과 부품요구사항 수준까지 변경관리와 추적성 

부여 업무를 통해 경량전철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최종 개발하는 한편 생애주기 동안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엔지니어링 업무를 일관되게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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