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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actical Systems Engineering Management Plan(SEMP) for the LRT Project. A 
SEMP shall be developed and applied to define and manage the systems engineering activities during the beginning 
of LRT Project. This paper is addressed contents and description of the practical systems engineering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existing practices about system engineering management plan in LRT Project domain as well 
as the systems engineering standard as MI-STD 499A, IEEE 1220 etc. In the early stage of a LRT Project,  An 
acquirer should provide a Systems Engineering Plan(SEP), and a contractor should summit a Systems Engineering 
Management Plan as the SEP in proposal. This addressed the SEMP as an aspect of the system and sub-systems 
supplier to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accomplish the systems engineering activities in LRT Project generally.

1. 서론

선진국에서 수행된 여러 사업의 경우 열정, 낙관, 성공에 대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시스템(system)이 

명확히 정의되기도 전에 설계를 시작하거나 시스템을 전체로 보는 시각 없이 각 구성품(component)부

터 서둘러 제조함으로써 사업 추진 후반에 가서야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하고 설계변경을 반복하다가 

결국 엄청난 비용이 투자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비용이 초과하고, 사업이 지연되어 

시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요망하는 성능을 구현하지 못하여 사업이 끝난 후에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

는 결과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개발의 시작 단계에, 요구

되는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큰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들로 분해하고,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구성품들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며, 실패 위험요인들

을 사전에 분석 점검함으로써, 허용된 범위 내에서 비용과 일정과 성능을 절충하여 최적의 균형 잡힌 

시스템 제품을 설계하고, 검증과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을 구현하는 소위 "시스템엔지니어링"이라는 

독특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게 되었고,[1] 현재는 미국,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스템 개발 

및 사업 수행 시 시스템엔지니어링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개발 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개념 및 기

본설계단계에서 전체 개발 프로젝트 또는 사업비용의 20%가 소비되었을 경우, 이는 개발 프로젝트 또

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 또는 제품의 전체 생명주기 비용(LCC : Life Cycle Cost)의 80%는 

이미 결정되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2] 개발 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시스템엔지니어

링 접근방법론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을 개발 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최상위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가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계획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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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계획서(SEMP : Systems Engineering Management Plan)는 시스템엔지니어링 

업무활동 관리를 위한 최상위 수준의 계획으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며, 이를 

수행해 나아가는 방법과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통제하는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방법을 정의한 문서이다.[3] SEMP는 포괄적이며, 전체 통합 

엔지니어링 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프로젝트 계

획에서 확립된 제약사항내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에

게 정의를 내리는데 사용되어 진다. 본 논문은 경량전철사업 수행 시 활용 가능한 시스템엔지니어링관

리계획서(SEMP)에 관한 연구이다. 시스템엔지니어링관리계획서는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을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상위 문서로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작성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본 논

문에서는 시스템엔지니어링관리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해 각종 SE표준 및 가이드북을 참고하였으며, 실제 

경량전철 및 기타 철도사업에서 작성된 SEMP를 분석하여 목차 및 내용을 정리하였다. 사업 수행 초기

단계에서 발주자는 시스템엔지니어링계획서(SEP : Systems Engineering Plan)를 시스템 공급자에게 제

공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SEP를 충족시키는 SEMP를 제출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하위 시스템 공급자 또

한 시스템 공급자의 SEMP를 만족시키는 SEMP를 제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및 하위 시스

템 공급자 측면의 SEMP를 제시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2. 경량전철사업을 위한 실용적인 SEMP 개발

2.1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와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 계획서의 차이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PMP : Project Management Plan)은 정해 기간과 한정된 자원 내에서 프로젝

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정의하며,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계획(SEMP)은 프로젝트 계획에서 확립

된 제약사항내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의를 

내린 PMP의 하위문서이다. 이에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프로젝트 생명주기의 관리에 집중하는 반면

에, 프로젝트 수준 또는 리드(lead) 시스템엔지니어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측면 관리에 집중을 한다. 정

의된 프로그램의 제약사항내에서 프로젝트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SEMP는 모든 이해관계자

들이 어떻게 사전에 확립된 관리 절차(practices)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SEMP에 작성되어야 할 하나의 예로 프로젝트의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인터페

이스 통제를 위한 조직, 프로세스, 그리고 방법 등을 서술해야 한다.[5]

2.2 경량전철사업을 위한 SEMP 항목 및 내용 정의

2.2.1 국제 SE표준 기반의 SEMP 항목 및 내용 정의

SEMP에 대해 처음으로 소개한 DI-MGMT-81024에 따르면 SEMP는 완전히 통합된 엔지니어링 노

력을 계획하고 통제하기 위해 계약자의 제안된 노력을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4] 이 문서를 간략

히 살펴보면 SEMP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었다. Part Ⅰ에서 시스템엔지니어링에 대해 기술 하였으며, 

Part Ⅱ에서 기술적 프로그램 계획 및 통제에 대해 기술 하였다. 그리고 Part Ⅲ에서 엔지니어링 통합에 

대해 기술하였다. 각 Part에 대한 설명과 수행되어야만 하는 활동과 산출물에 대해 정의를 하였으나 작

성지침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이는 MIL-STD-499A 등 다른 표준에서도 비슷

한 형태로 나타났다. 도표 1은 관련문헌 별 SEMP 항목 및 특징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후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량전철사업에 적용할 SEMP 항목 도출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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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목 차 특징

DI-MGMT

-81024

PartⅠ - 시스템엔지니어링

PartⅡ - 기술적 프로그램 계획 및 통제

PartⅢ - 엔지니어링 통합

크게 3개의 Part로 구분하고, 각 Part에 대한 

세부항목 제시, Part Ⅲ에 대한 세부항목 없음. 

단지 SEMP의 정의, 포맷, 항목에 대해 기술

MIL-STD

- 499A

Part I - 기술적 프로그램 계획 및 통제

PartⅡ -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스

PartⅢ -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통합

DI-MGMT-81024 참조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문서의 포맷을 갖춤.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나 Model Text가 존재

함.[6] 형식 준용에 적당한 표준. 

MIL-STD-499C 또한 목차 동일. 다른 표준

들과는 다르게 IMP/IMS1)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음

MIL-STD

- 499B

1. 기술적 성능 측정 계획

2. 기술적 검토 계획

3. 기술적 통합 계획

4. 기술 전이 계획

5. TPM, SEMS, 그리고 SEDS에 대한 비

용, 일정 성능 측정

SEMP에 대한 항목이 MIL-STD-499A와 상

이하나, 필수적인 기술적 프로그램 업무

(tasks) 관점에서 유사하게 제시됨. 일반적인 

계약상의 CDRL2)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계획

들을 중심으로 작성[7]

DI-SESS

-81785[7]

1. 기술적 솔루션 활동

2. 계약자 시스템의 적용과 관련된 계획

3. 참고된 하위 수준 및 하위계약자의기술

적 계획

4. 기타 추가 활동

SEMP의 내용은 DI-MGMT-81024를 따라 

제시하고 있으나, 형식은 프로그램 계약, 목적, 

그리고 전체 기술적 및 관리 접근법을 포함하

여 계약자에 의해 정의됨

IEEE 1220

& 

KS  X 

I S O / I E C 

26702

1. 범위

2. 적용문서

3.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적용

4. 핵심기술의 전이

5.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의 통합

6. 추가적인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 

7. 주석

SEMP의 세부적인 목차와 항목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표준에서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각 항목에 대한 작성지침이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Model Text가 존재하지 않음. 세부적인 지침

은 INCOSE HANDBOOK을 활용.

EIA-632

1) What is the general problem to be 

solved?

2) What is the benefit to the acquirer?

...

18) What are the entry and exit 

criteria for reaccomplishing each 

process?

19) How will project completion be 

determined?

실제적으로 EIA-632 표준에는 SEMP의 항목

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SEMP에 

대한 용어를 Engineering Plan으로 바꾸어 사

용하고 있음. Engineering Plan의 세부적인 항

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시스템

을 엔지니어링 하는데 요구되는 프로세스를 수

행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EP에 대

한 내용은 추후에 INCOSE HANDBOOK의 

SEMP작성의 근간이 됨

도표 1. 국제 SE표준별 SEMP 항목 및 특징 분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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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제 SE 기관 및 산업 가이드북 기반의 SEMP 항목 및 내용 정의

국제 SE표준에 언급된 SEMP에 대한 내용은 형식을 규정하고 그 작성내용을 가이드하고 있으나, 도

표 2에서 제시된 국제적 기관의 SE가이드북은 표준을 따르되 각자의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관련문헌 항 목 특징

INCOSE 

SYSTEMS 

ENGINEERI

NG 

HANDBOOK 

v.2

a. 겉표지

b. 제목 페이지

c. 목차

d. 범위

e. 적용문서

f.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스

g. 핵심기술의 변화

h.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의 통합

I. 추가적인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

j. 주석

k. 부록 

SEMP(SEP라고도 함)에 대한 정의와 방법

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문서

의 형식을 유지하여 작성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작성지침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

고, 예를 제시함으로서 이해도를 높였음. 그

러나 전체적인 내용이 시스템 개발프로세스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프로젝트 관리부분

의 업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함. 버전 3부터

는 SEMP에 대한 필수 작성요소만 제시하고 

있음

NASA

SYSTEMS

ENGINEERI

NG

HANDBOOK 

Rev1

Part I - 기술적 프로그램 계획 및 통제

PartⅡ-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스

PartⅢ-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통합 

크게 3개의 Part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부분과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

세스, 그리고 전문분야까지 폭넓게 언급하고 

있음. 각 Part에 대한 세부항목은 존재하나 

구체적인 작성지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

지 않음

FAA/ATO

NATIONAL 

AIRSPACE 

SYSTEM 

v3.1

SECTION 1 - Introduction

SECTION 2 - System Engineering

SECTION 3 - Others

SEMP의 Outline을 3개의 분야로 나누고 있

으며 각 분야의 세부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음. Introduction부분에

서는 범위, SEMP 목적 및 구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프로젝트 조직, 책임, 환경, 도구, 

그리고 측정지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System Engineering에서는 SEP, 요구사항 

관리, 기능 분석 등 폭넓은 SE 기술영역을 

언급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Others에서는 

SEMS, 검토 및 감사, 그리고 WBS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도표 2. 국제 주요 기관의 가이드북의 SEMP 항목 및 특징 분석

2.2.3 국내외 SEMP 작성 사례를 통한 SEMP 항목 정의

상기에서 국제 SE표준 및 가이드북, 그리고 해외 주요 기관의 SEMP 항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기

술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김해경전철사업 등 국내의 경량전철사업 및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사업 수행 시 작성

된 SEMP의 항목과 플로리다 주 교통시스템 구축 등 해외의 개별 프로젝트에서 작성된 SEMP 사례를 분석하

였다. 결과적으로 국제 SE표준에서 제시하는 SEMP 양식, 특히 MIL-STD-499A를 기반으로 상위 목차를 형

성하고, 기타 사례를 참고로 하여 도표 3과 같이 경량전철사업에 적용 가능한 SEMP 항목을 제시하였다.

1) IMP/IMS : Integrated Master Plan/Integrated Master Schedule

2) CDRL : Contract Data Requiremen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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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량전철사업을 위한 SEMP 목차 수립

상기에서 제시된 국제 SE표준 및 국제 SE 기관, 그리고 기 작성된 산업분야별 SEMP 사례를 기반으

로 경량전철사업에 활용 가능한 목차를 도출하였다. 아래의 도표 3에 제시된 목차는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철도분야, 특히 경량전철의 사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도출된 목

차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확정되었으며, 목차별 명확한 작성 가이드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목차

i 표지

ii 변경이력

iii SEMP  항목 추적표(compl

iance matrix)

iv 목차

1장 서론(Introduction)

1절 개요(Overview)

1. 목적 및 범위

가. 목적

나. 범위

2. 문서구성

3. 약어 및 용어 정의

가. 약어

나. 용어 정의

2절 적용 및 참조문서(Applic

able & Reference Documents)

1. 정부문서

2. 비정부문서

3. 규정 및 지침

3절 사업개요(Project Overvi

ew)

1. 사업목적

2. 주요사업내용

가. 사업규모

나. 사업기간

다. 주요내용

라. 사업경계조건

3. 사업추진일정

가. SEMS

나. SEDS

4. 경량전철 시스템엔지니어

링 업무 정의

가. 시스템엔지니어링 적용목표

나. 경량전철사업 구성요소(SBS)

다. 시스템엔지니어링 적용범위

라.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스

2장 시스템엔지니어링관리계

획서(Systems Engineering Ma

nagement Plan)

1절 SE 조직 및 책임(Organiz

ation Integration & Tech Au

thority)

1. 조직(OBS)

2. 업무분장(Role & Responsi

bility)

가. 프로젝트 지원 관리자

1) 위험관리자

2) 형상관리자

3) 정보관리자

나.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자

1) 이해관계자요구사항정의 관

리자

2) 요구사항 분석 관리자

3) 아키텍처 설계 관리자

4) 구현관리자

5) 통합관리자

6) 검증관리자

7) 배치관리자

8) 확인관리자

9) 운용관리자

10) 유지보수관리자

11) 용도폐기관리자

다. 핵심기술관리자

1) 성능통합 관리자

2) 설계 관리자

3) 인터페이스 관리자

4) 소프트웨어 관리자

5) RAM 관리자

6) 안전성 관리자

7) EMI/EMC 관리자

8) 소음/진동 관리자

9) T&C(Test and Commissioni

ng) 관리자

10) 공사관리자

11) 공정관리자

12) 품질관리자

13) 환경관리자

14) 안전관리자

15) VE관리자

16) 준공관리자

17) 인수인계관리자

18) 개통관리자

3. 조직별 업무할당도(Organi

zation-Responsi4. 구현 프로

세스

4. 업무분해구조(Work Breakd

own Structure)

가. 총괄WBS 연계성 표현(SBS 

포함)

나. 각 하위시스템별 WBS 표

현(SBS 포함)

5. 기술검토(Technical Review) 

가. 개요

나. 기술검토(Technical Revi

ew)

2절 기술적 프로젝트 계획 및 

통제(Technical Project Plan

ning and Control)

1. 위험관리 프로세스

2. 형상관리 프로세스

3. 정보관리 프로세스

3절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

스(Systems Engineering Proc

ess)

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의 

프로세스

2.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

3. 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

5. 통합 프로세스

6. 검증 프로세스

7. 배치 프로세스

8. 확인 프로세스

9. 운용프로세스

10. 유지보수 프로세스

11. 용도폐기 프로세스

4절 특수엔지니어링 통합(Eng

ineering Specialty Integrat

ion)

1. 성능통합 관리 프로세스

2. 설계 관리 프로세스

3.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4. RAMS 프로세스

가.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

수성(Reliability, Availabil

ity, Maintainability)

나. 안전성(Safety)

5. EMI/EMC 관리 프로세스

6. 소음/진동 관리 프로세스

7.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

8. 시험/시운전관리 프로세스

9. 공정관리 프로세스

10. 공사관리 프로세스

11. 품질관리 프로세스

12. 환경관리 프로세스

13. 안전관리 프로세스

14. VE관리 프로세스

15. 준공, 인수인계 및 개통

관리 프로세스

3장 추가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Additional SE Activiti

es)

1절 장기 납기 소요 품목 (Lo

ng lead items)

2절 공학도구 적용(Engineeri

ng Tools)

3절 설계목표 원가 (Design t

o Cost)

4절 가치공학 (Value Enginee

ring)

5절 시스템 통합 계획(System

s Integration Plan)

6절 기타 계획 및 통제

4장 문서관리(Document Manag

ement)

1절 문서 검토 및 승인

2절 승인대상 문서의 종류

3절 Rev. 관리체계

4절 문서 분류 체계(사업 WBS 

기반)

1. 코드형식

2. 문서 코드체계

3. 코드번호 위치

5장 공지(Notes)

1. SEMP 지원계획

2. 조정(tailoring) 및 측정 

지침

부록(APPENDIX)

1. 프로젝트 지원 프로세스 문서

2. 기술 프로세스 문서

3. 핵심기술관리프로세스 문서

도표 3. 경량전철사업에 적용 가능한 SEMP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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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EMP 작성 템플릿(가이드) 개발

SEMP는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을 위한 최상위 문서로서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전반적인 시스템엔지

니어링 활동을 정의하는 문서이므로 일관성과 명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MIL-STD-499A 및 

IEEE 1220에서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현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용적인 SEMP 작성

이 되도록 하였다. SEMP 작성 가이드 또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이는 경량전철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과 하위 참여기업 또는 하위 기관에서 분야별 SEMP 작성 시 활용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량전철사업의 목적 및 규모, 그리고 수행조직에 맞게 조정(tailoring)하여 작성이 가능한 

SEMP 템플릿(template)을 제시하였다. SEMP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작성 분량은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프로세스 및 핵심기술관리프로세스의 항목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

다. 국제 SE표준을 살펴보면 일정한 형식과 그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SEMP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외에서 작성된 SEMP사례 또는 국내에서 작성된 SEMP를 보면 그 형식이 매우 다르

고 내용 또한 상이하며 그 깊이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언급해야할 항목을 누락하거나 지나치게 

세세한 수준으로 작성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표준적인 SEMP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상위 항목을 세부항목으로 분

해하고 보다 활용가능한 문서로 갱신해야 할 것이다. SEMP는 경량전철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시스템엔

지니어링 활동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살아있는 문서로서 세부적인 활동을 피드백하여 보완하고 관리되어

야 한다.

그림 2. 경량전철사업 SEMP 작성 템플릿(가이드)

  

2.5 경량전철사업을 위한 SEMP 개발

SEMP의 형식과 내용이 언급된 국제표준 및 실제 경량전철사업에 적용된 SEMP 사례를 바탕으로 그

림 3과 같이 경량전철사업에 활용 가능한 SEMP 사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사례는 경량전철사업을 수

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프로세스와 핵심기술관리프로세스(프로젝트 지원 프로세스 포함)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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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량전철사업 SEMP

2.6 시스템엔지니어링(SE) 전산도구를 활용한 SEMP 출력 및 관리

프로젝트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SEMP가 작성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방대한 문서를 요구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매우 복잡하고 여러 분야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수백에서 수

천 장의 SEMP가 작성되기도 한다. 수작업이나 기존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

고 문서화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지원 도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산기반시스템엔지니어링(MBSE : Model-Based Syst

ems Engineering) 도구를 활용하여 SEMP의 데이터를 입력 및 관리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추가, 삭제, 

변경 등의 방대한 정보 유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데이터를 체계화 하였다. MBSE 도구를 활용하여 

입력되고 체계화 시킨 SEMP의 데이터를 필요시 신속한 문서출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경량전철사업

에 적용한 SEMP 문서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서 템플릿을 통해 언제나 SEMP 내용을 자동 출

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된 템플릿은 SEMP 항목과 내용의 추가나 삭제 또는 변경 등의 업무들을 

쉽게 하도록 작성하였다. 그림 4는 MBSE도구를 통해 SEMP의 데이터를 자동 출력한 문서의 표지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4. SEMP 출력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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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논문은 경량전철사업에 적용할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계획서(SEMP)를 개발한 사례이다. 이 문서

를 통해서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통합을 계획, 통제, 그리고 수행을 위한 활동을 정의하였다. 경량전철사

업과 관련된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SEMP 관련 표준과 해외 주요 기관 및 

국내외 SEMP 작성사례 분석을 통해 SEMP의 공통 항목을 도출하고, 경량전철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SEMP의 항목과 내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모델기반 시

스템엔지니어링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최종적으로 관리된 내용을 자동 문서화 시키

므로 서 모든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논문에

서는 통합적 사업 관리 측면과 시스템엔지니어링의 적용상의 실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SEMP의 세부

항목을 도출하였다. 향후 과제로 경량전철사업뿐만 아니라, 철도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SEMP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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