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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a system or service is verified by requirements if it has met them in transforming 

customer requirements into a system or service. But as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o develope safety systems or standards or process in railway system domain,  it can be 

quite limiting that the product or systems verification process presented the international or 

industrial standards to be applied. This paper has analyzed and made up for the general verification 

process and persented the effective and efficient verification process about safety system, safety 

standard, process, and safety documents and the methods to manage the outcomes of verification 

process.

------------------------------------------------------------------------------------

1.  서  론

일반적으로 개발업무를 수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간시점이나 종료시점에서 많은 성과물

(product)이 산출된다. 이러한 성과물은 업무나 프로젝트의 초기시점에서 계획했던 목적이나 목표를 잘 

만족했는지를 검토하는 척도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초기에 수립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수행되는 업무나 프로젝트가 잘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활동은 성과물의 요구사항 부합성, 성과물 

품질의 완전성, 성과물 개발과정의 명확성 측면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 활동을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에서는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활동, 즉 

검증(Verification)이라 정의하고 있다.[1] 대부분의 업무나 프로젝트를 통해 산출되는 성과물은 형상을 

가진 제품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 검증활동을 수행하는 일

은 국제 표준 또는 산업 검증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무형이거나 새로운 정

보 또는 지식체계를 담은 성과물의 경우에 적용되는 검증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나 표준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성과물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나, 철도안전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체계/제도/프로세스/논리모델 등 연구결과가 지식 및 정

보 중심의 성과물들이 많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올바른 검증을 위해 

제도적으로 준용해야하는 검증프로세스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수행전략이나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선진

국의 경우 기관이나 산업분야, 그리고 대상시스템을 막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검증 프로세스

를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명확하고 체계적인 검증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또한 구체적인 

수행 프로세스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준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검증 프로세스가 부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성과물에 대한 세밀한 검증활동 또한 매

우 불명확한 상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1년 12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

정의 조사□분석□평가영역을 보완하고자 2005년 3월 이를 개정하였다.[2] 기존 연구개발의 종료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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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3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보고활동을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평가에 대한 단계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실행 프로세

스 및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주관연구기관에서 하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

는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주관연구기관 수준에서 국가연구개발사

업 성과물을 올바로 평가하기 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체계와 관리체계를 제안하고자 하

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을 위한 평가체계와 연관성을 갖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문

2.1 국가연구개발 평가의 개념

연구개발평가란 연구성과를 단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

로서 목표달성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기대되는 연구성과의 창출과정을 합리화함으로서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목표관리과정의 핵심적 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평가는 새로운 R&D활

동의 첫 발판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과거의 R&D활동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을 통하여 향

후 R&D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목표지향적 비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R&D평가

는 크게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로 나눠 볼 수 있다. 사전평가는 연구개발목표의 설정을 위한 것

이고, 중간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것이다. 사후평가는 다시 연구개발성과를 확인하는 직후

평가와 성과활용상황의 후속조치에 중점을 두는 추적평가로 나눌 수 있다.[3]

2.2 해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분석[4]

1980년대까지 미국의 연구개발사업 평가는 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개발사업의 질과 타당성

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이 었으며, 평가목적도 자체 또는 상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 주류였

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입이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편익의 수량

적 측정이란 개념이 평가에 도입,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미국의 첨단기술프로그

램(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도 사회경제적 편익의 측정을 자체 조직인 경제평가실( E A 

O；Economic Assessment Office)을 통해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ATP 평가에 있어 주요한 평가방법은,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적하기 위한 통계적 프로파일링；자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그룹의 조

사；산출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또는 뒷받침 되지않는 경우의 일화(逸話)연구를 포함하는 사례연구；비

용편익, 기대 가치 분석 및 감도분석 등을 사용한 사례연구；마지막으로 생산함수, 회귀분석, 비용지수

모델 및 거시경제학적 모델 등을 포함하는 각종 통계적, 계량학적 방법론 등이다. 유럽에서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4～77년

에 동료평가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에 의하여 연구결과의 사후적인 평가를 시행한 것을 기원

으로 한다. 이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6～8개월 동안 연구결과를 조사·

분석하고 연구참여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때에는 주로 기술과 관리적인 측면이 주된 평

가기준이었는데, ① 연구의 과학기술적 성과, ② 프로그램 관리의 효과성, ③ 연구결과의 과학기술 발전

에 대한 기여도 등이 그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프로그램 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 되기 시

작하였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연구개발프로그램이 크게 확산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유럽공동체(EC：European Communities)는 전담평가조직을 설립하여 1983년에는 다년평가계획

을 수립하였고, 성과지표, 영향평가지표, 서지분석법, 조사기법 등의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자체 연구개발

활동을 평가해 왔다. 일본의 경우 우수한 과학기술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국

가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구개발평가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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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평가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연구자의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며, 유연하

고 경쟁적인 개방된 연구개발환경을 창출한다. 둘째,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우수한 연구개발

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연구개발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광범위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한다. 셋째, 평가를 엄정하게 행함으로써 중점적□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 등의 자원배분에 

반영한다. 이와 같은 지침적 언급은 평가활동을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제도가 1998년도에 처

음으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도의 19개 부처 5개청 161개의국가연구개발사업(2조 5,809억원)에 대해 실

시하였다. 평가는 A,B,C,D,E의 5개 등급으로 이루어지며,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조사·분석·평가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정부의 여러부처가 다양하게 추진

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우선순위 조정,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증대,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도

입된 제도이다. 특히 그 결과는 각부처 및 기획예산처에 통보되어 연구개발사업의 개선 및 차기년도 연

구개발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3 국제 및 산업표준의 검증 프로세스

국제 시스템엔지니어링 표준인 ISO/IEC 15288은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만족

되었음을 입증하는 활동을 검증(Verification)이라 정의하고 있다. 시스템 생명주기 관점에서 검증은 시

스템 생명주기의 한 제품을 그 제품에 요구되는 특성과 비교하는 활동이며, 여기에는 규정된 요구사항, 

설계 기술서, 및 시스템 자체 등이 포함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검증 프로세스에 관해 적용 

가능한 조직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다음 활동을 이행한다. a) 생명주기 동안 시스템을 검증할 전략을 정

의한다. b) 시스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검증 계획을 작성한다. c) 설계 의사결정에 대한 잠재적 제한사

항을 식별하고 전달한다. d) 검증 생명주기지원 시스템이 이용 가능하고, 그와 관련된 시설, 장비 및 조

작자가 검증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 규정된 설계 요구사항의 만족을 시연하기 위한 

검증을 수행한다. f) 시스템에 대한 검증 데이터가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다. g) 검증 활동, 요구사항 불

일치, 교정 활동에 관한 정보를 분석, 기록, 보고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시스템엔지니어링 표준인 EIA-632에서는 시스템 검증 프로세스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다라고 서술하였다.[5] (1) 요구사항의 수행 결과로 발생된 시스템 설계방안이 근거가 되는 요구사항

(선택된 물리적 해결방안)과 일치하는가; (2) 시스템 구조상의 각 수준에서 상향식으로 구현된 최종 제

품들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가; (3) 각 관련 프로세스를 위한 생명주기지원 제품 개발 및 구매가 

적절히 진행되는가; (4) 필요한 생명주기지원 제품이 시기적절하게 준비되고 가용할 것인가 등의 확인사

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종제품에 대한 검증활동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검증 계획,   

합의, 적용할 기업기반 생명주기 단계 및 시스템 구조상의 수준에 맞는 최종 제품 검증 계획 수립. 2) 

조성된 검증  환경 내에서  선택된 방법  및 절차를 사용하여 계획된 최종 제품 검증을 수행. 3) 재검증 

수행. 4) 검증 결과 기록 등이다. 미국의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National Airspace 

System의 Systems Engineering Manual은 검증의 정의를 “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이  만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완성[시스템]의 평가.”라 서술하고 있다.[6] 검증은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있어

서 진척도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시스템 제품들 및 프로세스들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

는 시스템 구성요소들이 수행하는 모든 과업, 행위, 그리고 활동들의 복합체이다. 검증의 두 가지 기본

과 보완적인 방법으로 시험 및 평가(Test and Evaluation), 그리고 시스템엔지니어링 판단(SE 

Assessment)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험 및 평가를 통한 검증은 조사, 분석, 시연, 그리고 시험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고, 시스템엔지니어링 판단은 엔지니어링분석, 비교분석, 기록 확인, 개발 시뮬레이

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그림 1은 NAS에서 제시한 검증 프로세스이다. 순차적인 프로세스

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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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AS 검증 프로세스

국제시스템공학협의회(INCOCE)에서 발간한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 3에는 검증을 모든 요구사항들이 

시스템 구성요소들 및 최후의 관심대상시스템에 의해 만족되었는지, 즉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 올바르게 

만들어 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대략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7] 검증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활동을 정의하고, 입력물, 출력물, 통제, 그리고 지원요소들 정의하였

다. 그러나 검증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언급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프로세스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림 2 SE 핸드북 3의 검증 프로세스 정황 다이어그램

2.4 국내 국가연구개발평가체계의 문제점

현재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국가수준 또는 기관수준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며, 평가 자체의 연관성이 미흡하다. 특히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수행 프로세스가 제시되

지 못하고 있다. 이는 평가제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활동의 장애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평가제도를 뒷받침하고, 주관연구기관 수준의 검증(평가)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3.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의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 개발

3.1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 개요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의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수행 중이나 최종단계에서 생산된 성과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이다. 종래의 프로젝트 후반부에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약식으로 진행되는 성과물에 

대한 검증 절차를 보다 체계적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전산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성과물의 

범위를 중간 성과물과 최종 성과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난 이후

에 발생하는 성과물에 대한 검증을 통해 확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검증 대상, 검증 기준, 검증 방법 등을 소개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문서화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은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입력물, 출력물, 제어, 그리고 메커니즘을 표현한 정황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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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의 정황 다이어그램

3.2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 상세화

그림 4는 그림 3을 상세하게 표현한 다이어그램이며, 이는 검증 프로세스를 순차적이면서 명확히 수

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검증 전략 수립, 검증 계획 작성, 제약사항 

식별 및 전달, 검증 준비 확인, 검증 수행, 검증 데이터 유용화, 그리고 검증 관련 정보 분석/기록 보고 

등의 절차가 수행되며, 이와 동시에 SE 전산지원 도구를 활용한 전산 모델 구축과 자동 문서화 템플릿 

작성, 그리고 문서 자동 출력 업무 등이 이루어진다.

그림 4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 상세화

3.3 검증계획서 양식(Form)

검증 대상이 선정이 되고 검증활동이 시작하게 되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게 

된다. 검증의 대상, 검증의 입력물, 주요 업무, 그리고 검증 수행결과물 등이 정의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

한 정보들이 기록되어야 한다. 그림 5는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작성된 검증 계획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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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과물 검증 계획서 양식 및 예시

3.4 검증수행 조직구성

성과물을 검증하는 조직은 상호교차(Mutual Crossing) 검증 원칙을 적용한 전문가 판단에 기초한 평

가법을 활용한다. 상호교차 검증 원칙은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연구 성과물을 산출하는 기관끼리 검증 

담당조직을 형성하여 상대 과제를 검증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하부에 많은 프로젝트가 있

으며, 이를 수행하는 조직 또한 많다. 사업을 총괄주관하는 기관이 전체 하부연구기관의 성과물를 일괄

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은 어려움이 많으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된다. 또한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연구 성과물이 유사한 연구기관끼리 상호교차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

는 보다 전문적이고 검증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전체적 관점에

서 성과물을 검증하고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괄주관기관의 검증 담당조직이 검증 활동에 참여하여 

검증 및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표 1은 검증수행 조직구성표이다. B하부 수행기관 성과물은 성과물 특

성이 HW와 SW와 관련성이 많은데, 이러한 성과물을 검증하기 위해 성과물 특성이 유사한 A 및 C하

부 수행기관, 그리고 총괄주관기관으로 구성된 검증 담당조직에 의해 검증활동이 이루어진다.

검증대상 성과물 특징 검증 담당조직 비고
A하부

수행기관 성과물
통합모델

기준 및 체계
총괄주관/B/D 기관 검증 담당조직

B/D 기관과
성과물 유사

B하부
수행기관 성과물

HW 1/2/3
SW 1/2/3

총괄주관/A/C 기관 검증 담당조직
A/C 기관과
성과물 유사

C하부
수행기관 성과물

HW 2/3/4 총괄주관/A/D 기관 검증 담당조직
A/D 기관과
성과물 유사

D하부
수행기관 성과물

HW 1/2/4
SW 2/3/4

총괄주관/A/B 기관 검증 담당조직
A/B 기관과
성과물 유사

표 1 검증수행 조직구성표

3.5 성과물 검증 결과표

성과물 검증조직이 구성이 되고, 계획된 시점에서 검증활동이 이루어진다. 검증활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검증 양식이 필요하며, 이는 검증 대상과 검증 기준, 그리고 평가 등급을 나타

낼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그림 6] 추가적으로 검증에 대한 기타 의견을 기술하여 성과물 검증 결과가 

문서화되어 전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검증 결과에 따라 재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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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과물 검증 결과표 양식

3.6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 적용 스키마 개발 및 전산관리

성과물 검증 스키마(그림 5)는 검증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데이터와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며, 향후 검증계획서나 검증결과보고서 작성 시 자동문서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조로

서 반드시 성과물 검증 활동의 초기에 개발되어야 한다.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

항, 시스템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SBS, PBS, WBS, 그리고 성과물(Result)간의 관계 설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물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과물을 Result로 정의하

였고,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Result가 통합되어 달성된 최종 성과물을 Product로 정의하였다.  

그림 7의 스키마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적용하는 Result에 대한 검증 스키마이다. Result는 검증 요

구사항과 “verified by" 관계로 설정된다.

 

그림 7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의 적용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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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검증 프로세스 전산화 및 관리

시스템 정의단계에서 작성이 되는 검증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성과물을 선정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검증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검증 활동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 생성되는 데이

터의 관리 및 추적성 확보에 대한 상황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검증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검증 요구사

항(Verification Requirement)은 시스템요구사항 확정 직후 작성이 되며, 이에 대한 표현은 SE 전산지원

도구 상에서 Verification으로 나타내고 세부속성(검증환경, 검증방법, 검증기준)을 포함하여 관리한다..

그림 8 성과물 검증 프로세스 전산관리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의 성과물을 제3의 평가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기관수준에서 실행 

가능한 검증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세부적인 활동들을 서술하였다. 국내외 검증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보

다 체계적이면서 명확한 성과물 검증프로세스를 제시하였으며, 검증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나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 체계 또한 제시하였다. 철도안전분야의 국가연구개발을 통

해 산출되는 성과물은 안전체계, 안전기준, 프로세스 등 그 결과가 연구결과를 담은 형태가 많다. 이러

한 경우 객관적 지표를 대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검증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물 검증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교차 검증 담당조직을 구성하여 성과

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후 이를 검증 결과표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검증 활동이 가능하도

록 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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