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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도시철도 표준화같이 대형복합프로젝트에서는 많은

양의 연구결과와 데이터, 그리고 관련 연구자료 및 관계법

령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이 산출되게 된다. 또한 현대 시스

템들은 신뢰성, 재 사용성 등 복잡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

으며,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실용적인 프로세스, 방

법론, 지원도구 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좋은 성능, 저렴한 비용, 빠른 시장 도입 등과 더불어 고

객요구 만족 등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1]. 그러나 일반적인 데이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되면 서로 상호 추

적성(연계성)이 부족하여 연구결과 자료 및 데이터들의 상

호 연결성이 떨어지게 되며, 연구 DB로서 활용도 또한 감

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형복합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Fig. 1과 같이 시스템엔지니어링 접근

은 기존방식과 비교하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비용과 시

간 등을 많이 투자하여 다른 단계에서 차츰 줄어들 수 있

도록 설계되어진다. 이는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 변경과 위험요소 등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험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 위험을 처리

하는 조건의 선택, 수행 방법의 조직화, 위험관리 계획, 위

험의 초기 식별과 분석, 연속적인 위험 추적과 평가, 올바

른 조치의 초기 시행, 의사소통 및 조정 작업 등을 통하여

관리하여 프로젝트 총 수행 기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이 방식을 선택하여 국방분야 등 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DB를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시

Abstract The study and techniques of system engineering have been applied to various fields including space-air,

national defense division in advanced countries. Korea is currently in the early stages of introducing system engineering

scheme in railway system and national defense division restrictedly. As theory and application of system engineering covers

a wide scope, documents management and requirement analysis technology applied to establishment of standard and core

unit development of the research target. The techniques which are historical management and trace among standards for

establishment of standard are introduced using SE tools and participating agencies shared the information by constructing

of database from all documents which are generated from the project. Through the functional analysis of the requirements

for the intelligent station monitoring system in basic design stage, established requirements are verified and will be made

official announcement as standard of the intelligent station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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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SE(System Engineering)은 이미 선진국에서 우주항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으나 국

내에서는 초기단계로서 철도 및 국방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SE기술은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E기술에서 문서관리 및 요구사항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목표

인 표준화 기준 작성 및 핵심장치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표준화기준에 대하여는 SE

도구를 사용하여 표준화기준간의 추적성 및 이력관리를 수행하였고 사업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들을 DB로 구축

하여 참여기관들이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기본설계단계에서 기능분석을 통하여 핵심장치인

지능형 역사감시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적절한 지를 검토하였고 요구사항에 따라 지능형 역사감시시스템이 개발

되는 지를 관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검증된 요구사항을 지능형 역사감시시스템의 표준화기준으로 고시할 계획

이다.

주요어 : 도시철도;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추적성; 기능분석; 시스템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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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표준화사업에서 생성되는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

하는 방안에 대한 방법으로 SE도구중 하나인 영국의 3SL®

사의 Cradle ver. 6.0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

하고 핵심장치개발 단계별로 설계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

도록 검증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검증절차가 마련되면 사

업에 대한 이력 및 추적성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Unified Modeling

Language(UML)의 Use Case Diagram과 Sequence Diagram

을 활용하여 DB에 구축된 요구사항들의 기능 모델링을 함

으로써 핵심장치의 기능을 분석 및 검토할 수 있다.

본론인 2장의 2.1에서는 구축된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의

DB를 설명하고 2.2에서는 이에 대한 활용을 언급한다. 2.3

에서는 도시철도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2.4에서는

모델링 언어를 활용하여 실제 적용된 사례를 기술하고 3장

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의 DB 구축

도시철도 표준화사업은 연구 데이터, 회의 및 관련 결과

물과 같은 많은 사업 산출물을 발생시킨다. 이는 효과적인

시스템엔지니어링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Cradle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문서체계를 구축하였다.

도시철도법 및 하부기준과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장치에 대

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문서들간의 추적성 관리가 필요

함에 따라 레벨 3단계로 분류하였다. 레벨 1단계는 총괄, 차

량, 정보통신, 전력분야, 역사설비 및 도시철도법으로 분류

하였으며 레벨 2단계와 3단계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이러한 관계를 전산지원도구로 구현하기 위해, 하나의 표

준항목과 관련된 상·하위 표준간의 연관된 내용을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정의에 따라 서로 연결하면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할 때 관련된 상·하위 표준항목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다. 다음으로 업무절차를 파악하고 프로젝

트 수행의 결과물로 산출되는 생산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 생산물의 종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서분류체계를 수립하였고 이 생산물이 각종 표준 항

목별로 어떤 관계로 연결될 것인지를 고려한 스키마를 설계

하였다. 도시철도표준화 DB 구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문서분류체계에 따라 DB에 생산된 문서를 저장한다. DB 입

력은 Workbench를 통해서 입력하였으며, Workbench의 Frame

을 활용하여 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문서 체계에 맞추

어 각각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문서관리를 하였다.

2.2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의 DB 활용

2.2.1 문서들간의 추적성 관리

심사용 문서분류에 따라 구축된 기준과 관련된 시스템은

추적성을 이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

Fig. 1 Comparison of conventional type and SE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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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체계는 시스템의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개발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 또한 개발 도중에 참여한 연구자가 추적성을 통

해 그 시스템의 변경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도 있어 매

우 유용하다. Fig. 2는 도시철도법 제22조의 2(수수료)의 1

항으로 현재 도시철도 표준화 서버에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

여준다. 이 법은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5제1항 단서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성능시

험 및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를 해당 지정기관에 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제22조의3제

1항 및 제22조의5제1항과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추적성이 구축되어 있는 모습을 계층구조 다이어그램

으로 표현한 것이 다음 Fig. 3이다. 이는 추가적으로 추적성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시철도법 시

행규칙 제4조(수수료)가 도시철도법 제 22조의 2(수수료)의

1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키텍처로 구축된 모

습을 다이어그램으로서 예시하였다.

2.2.2 변경이력관리

기준이나 법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무엇을 근거

로 기준이 변경되어 이 시스템이 변경되었는지를 모르는 경

우 시스템의 검증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이력 관리가 필요하다. 변경이력 관리는 데이터의 변경

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변경이 되었는지를 기록하

는 것으로 데이터 변경의 근거를 통해 시스템의 검증을 수

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Fig. 4는 도시철도법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항으로 도시철도 표준화 서버에

DB로 구축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법은 1995년 1월 5일에

신설되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2009년 4월 1일에 전문 개

정된 법으로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Fig.

5의 변경이력 창을 통해 변경 전의 내용과 변경 후의 내용

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동일조항 뿐만

아니라 타 법률적 조항 및 고시등에 추적성이 연동이 된다.

즉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이 추적성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위

법령이 변경되면 관련된 하위법령 및 기준들의 검색이 가능

하도록 DB가 구성되어 있어 용이하게 하위법령 및 기준들

을 변경할수 있다. 

Fig. 2 Urban transit law(Clause 22.2)

Fig. 3 The diagram of traceability for Urban transit law(Clause

22.2)

Fig. 4 Urban transit law(Clause 5)

Fig. 5 Urban transit law(Clause 5) revis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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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출력 템플릿

작성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표준을 출력하기 위해 문서출

력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출력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템플릿의 작성, 수정 및 문서출력 기능을 하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준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의

출력위치(폴더 위치)를 정할 수 있으며 출력 중간에 중지기

능이 있어 편리하다. 자세한 표준출력 기능은 다음 Fig. 5와

같으며 출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1) Generate document탭을 선택한다.

2) Select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을 원하는 Template를 선

택한다.

3) Publish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가 출력된다

Fig. 6 Printed out data by using program 

2.3 핵심장치 시나리오 도출에 관한 방법 

2.3.1 핵심장치 요구사항 도출 프로세스

시스템 개발 중 시스템 초기에 정의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이유는 개발 및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

지만, 초기에 요구사항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시스템이라

도 향후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요구사항의 도출은 중요한 활

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위해 시스템 개발 중

발생한 산출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프로세스는 Fig. 7과 같으며 시나리오와 모델을

활용하였다. 시나리오는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시

스템과 외부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지를 보여줄 수

있다. 시스템의 운영 및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알

면 이를 통해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은 한결 수

월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요구사항 도출에 시나리오를 활

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Sequence diagram을 통

해 표현할 수 있다.

2.3.2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Use case Diagram)

주로 사용자의 요구를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이 다이어그

램의 중요한 것은 새롭게 혹은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

발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다이어그램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스템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설명하여 고객과 개발

자간의 합의를 도출한다. 둘째, 시스템이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명백하고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모

든 개발자들이 요구사항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요구된 기능

성을 제공해주는 상세한 설계를 위한 기반 제공한다. 셋째,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초 역할을 담

당한다. 넷째, 시스템 내에서 기능상의 요구사항이 실제 클

래스와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추적 능력을 제공하고 다이어

그램을 수정함으로써 시스템을 간단하게 바꾸고 확장시킬 수

있으며, 그 후에 시스템 설계와 구현에 영향을 미친다.

2.3.3 시나리오 도출

개발 중인 시스템은 개발 단계에서 여러 산출물인 목표 사

양서, 각종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산

출물들의 활용은 요구사항 도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준

다. 목표 사양서나 각종 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그 시스템

의 운영 시나리오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된 운영 시

나리오는 Use Case Diagram과 시퀀스 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으로 표현이 된다. 또한 이러한 시나리오와 산출물

들을 토대로 아래의 시나리오 도출방법을 적용하여 시나리

오를 작성한다[3].

시나리오에서 Actor를 도출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질

문들을 보면,

1) 어떤 요구내용을 누가 관심 있어 하는가?

2) 이 작업이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가?

3) 시스템이 어디에서 사용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곳에 누

가 있을 것인가?

4) 누가 시스템에 정보를 넣을 것인가? 

5) 누가 이 정보를 사용할 것인가? 

6) 누가 이 정보를 편집하고 삭제할 것인가?

7) 누가 시스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가?

8) 시스템이 외부 자원을 사용하는가?

9) 여러 사람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가?

10)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가?

11)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상호작용 하는가?등 이 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Use case를 도출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질문들을 보면,

1) 각 Actor의 업무와 임무는 무엇인가?

2) 이 시스템에서 어떤 Actor라도 정보를 작성, 저장, 변

경, 제거 또는 읽을 수 있는가?

3) 어떤 Use case가 정보를 생성, 저장, 변경, 제거 또는

읽을 수 있는가?

4) 어떤 Actor가 외부변화에 대한 사항들을 시스템에 알Fig. 7 Requirements of the deriv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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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필요가 있는가?

5) 시스템 내 특정 현상에 대해 어떤 Actor에 알릴 필요

가 있는가?

6) 어떤 Use case가 시스템을 지원하고 유지할 것인가? 

7) 모든 기능적 요구사항이 Use case에 의해 수행되어질

수 있는가?등 이 있다[4].

이렇게 개발 중인 시스템의 산출물을 통해 작성된 Sequence

diagram과 Use case diagram을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2.4 핵심장치 기능분석

본 장에서는 2.3장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를 기

술한다.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의 대상시스템중의 하나인 지

능형종합 감시 시스템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 분석

을 제시하였다.

2.4.1 핵심장치 기능분석

분석된 핵심장치의 시나리오를 제한지역 침입 감지 시스

템의 동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Use case diagram을 Fig. 8

로 나타내었다. 시나리오 기반으로 Use Case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를 운영자(작동자), 수행하고자 하

는 기능,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대상)에서 수행 되는지를 분

석 및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작성된 다이어그램은 유저(작

동자)와 기능간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요구사항을 작성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Use Case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된 시나리오

를 통해서 대상을 분석하고, 지능형 감시카메라, 센서, 상황

실, 저장 장치가 하는 역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함께 적용하여 장치의 요구사항을 도

출 할 수 있다.

Fig. 8 Use case diagram

2.4.2 시퀀스 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

신호전달 및 기능간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

퀀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제한지역 침입 감지 시스템 통

해 정립한 시나리오를 보면 침입자가 침입했을 때, 지능형

감시 카메라와 침입감시용 센서가 상황실에 이벤트 신호를

전송하고 상황실에서는 영상을 표출한다. 저장장치는 이벤

트 영상을 수신 받아 영상저장장치에 저장하고, 발생시각, 카

메라 그룹, 카메라 ID, 센서 ID, 센서 위치 등을 수신 받아

이벤트 로그로 저장한다. Fig. 9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해당하는 기능들의 시퀀스를 다이어그램으로 도시 하

였다.

Fig. 9 Sequence diagram

2.4.3 요구사항 도출

위의 Use case diagram 과 Sequence diagram을 통해 얻

어진 제한지역 침입감지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각각의 요구

사항을 그것들의 기능과, 기능들의 관계를 정리하여 Table

2와 같이 단일문장의 요구사항 문장형식으로 작성되어 만들

어진다.

Table 2 Requirements of intrusion detection system in restriction

area

No. 요구사항

1
제한지역 침입감지 시스템은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능형 감시 카메라는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한지역 침입감시용 센서는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능형 감시 카메라는 침입감시 이벤트 신호를 상황실 

및 저장장치에 전송해야 한다.

5
제한지역 침입감시용 센서는 이벤트 신호를 상황실 및 

저장장치에 전송해야 한다.

6 상황실은 이벤트를 수신한다.

7 상황실은 전송 받은 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8 상황실은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9
저장장치는 수신된 지능형 감시 카메라의 침입감시 

이벤트 영상을 영상저장장치에 저장해야 한다.

10

저장장치는 수신된 지능형 감시 카메라의 발생시각, 

카메라 그룹, 카메라 ID 등을 이벤트 로그에 저장해야 

한다.

11
저장장치는 수신된 센서 이벤트 데이터의 발생시각, 

센서 ID, 센서 위치 등을 이벤트 로그에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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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은 표준규격, 안전기준, 성능시험기

준, 품질인증기준 등 많은 표준화 기준을 연구하고 핵심장

치를 개발하여 이를 표준화 기준으로 검증하는 사업이다. 이

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한다. ISO

15288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규정하

고 있으나 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시스템엔지니어링 프

로세스를 적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핵심장치

의 요구사항 및 기능분석을 수행하고 표준화 기준 및 문서

들을 DB로 구축하여 문서들간에 추적성 관리를 수행하는 방

법으로 연구가 진행하였다.

DB구축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엔지니어링 사양서[5]에 따라 효

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추적성 관리를 통하여 하

나의 요구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요구사항이 다른 분

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였으며 핵심장치 기능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이 잘 규정되어 있는 지를 검토함으로

써 초기단계에서 설계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였다.

본 사업의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표준화사업의 특

성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고 도시철도분야에 시스템엔지니어링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사

업에서 시스템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따라 구축된 DB 및 연

구성과물은 다른 개발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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