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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2279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열차제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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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배경

현재 국내 철도안전법 도입에 따른 철도시스템 운영 및 관

리 분야의 안전성 향상 및 확보를 위해 철도종합 안전 기

술개발사업의 단계별 적용을 통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수행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무/철제차륜/LMT AGT, 노면전차,

PRT 및 자기부상열차등의 경량 전철도입을 위한 다각화된

연구활동과 열차운전 차량의 고속화를 위한 틸팅시스템(TTX)

연구/적용, 고속열차 차량(KTX) 국산화 및 한국형 고속열차

(HSR 350X) 개발, 운영방식의 선진화를 위한 ERTMS기반

의 열차운영방식 도입과 시스템의 높은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차원에서 신호설비 도입RFP에 시스템 보증 및 안전성

활동 및 제3의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의 인증획득 등을 필

수항목으로 요구하여 철도시스템의 높은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필수항목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 중에서 시스템 보증 및 안전성 인증을 위한 활동은 국

내 철도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준수 해야 할 항목으로 대

두되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적용사례 (국토해양부 및 한국

건설교통기술 평가원이 주관하는 국가 대형연구 개발 실용

화 사업인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

설 열차제어 시스템 구매/설치”)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활동 사항들을 프로젝트 수행과 연관하여 기술하고

자 한다. 특히 열차제어시스템 수준에서의 시스템 보증 활

동 (RAMS 및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을 통한 독립적인

제3기관(ISA)으로부터의 안전성 인증 획득 (SIL 4 수준)을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s to acquire the Safety Certificate from Independent Safety Assessment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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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철도신호시스템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의 신뢰성과 안전성 수준을 국제규격(IEC 62279)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며, 실제 적

용사례(국토해양부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국가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인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접근가능한 구체적인 활동 사

항들을 프로젝트 수행과 연관하여 기술한다. 또한 열차제어시스템의 안전성 인증 획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

함한 시스템 보증활동 및 시스템 보증을 위한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요구사항 관리 및 프로젝트 공정에 따른 절

차적 시스템 보증 활동과 안전성평가 활동과의 연관관계, 시스템 전반에 걸친 RAMS 및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과 안전성 평가를 통한 인증활동에 대한 부분을 상세 제시하고자 한다. 본 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국제규

격에 따른 활동기준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타 사업 및 국내 철도신호시스템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 및 안전 무결성 수준 확보에 따른 안

전성 확보방안의 구체적인 케이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열차자동제어, 안전성활동, 소프트웨어 품질보증활동, IEC표준규격6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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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1.2 목적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 적용사례를 통한 열차제어 시스템

의 시스템 보증 활동 및 ISA의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성 인

증획득 활동방안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적용 및 도입될 프

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훌륭한 Case 모델이 될 수 있도

록 하여, 국내 공급업체의 해외 인지도 향상과 개발제품의

높은 품질 및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제품의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해외시장 개척 및 교두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럽 및 국내에서 정형화 된 IEC규격 (IEC

62278/62279/62425)에 따른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제어 시스

템 (이하, 열차제어 시스템) 프로젝트의 시스템 보증활동 및

안전성 평가활동사항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상세 기술한다[1-3].

2. 본 론

2.1 열차제어시스템 개요

2.1.1 전체구성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구축 사업은 영

종도 인천국제 공항 일원(인천공항 교통센터~용유역)의 본

선 6.113km(복선)과 인입선 0.380km (단선) 구간에서 정거

장 6 개역(섬식 2 개소, 상대식 4 개소) 및 차량기지 1 개

소를 대상으로 한다. 열차제어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크게

차상장치, 지상장치 및 관제설비 등 3분류로 이루어져 있으

며, 전체적인 구성은 Fig. 1과 같다[4].

2.1.2 열차제어시스템 주요 기능에 따른 분류

열차제어시스템은 Fig. 2와 같이 기능분류에 따라 크게 자

동열차 보호(ATP), 자동열차운전(ATO) 및 자동열차감시

(ATS) 기능으로 분류된다[5].

2.2 열차제어시스템 보증 요구사항

열차제어시스템은 차량과 연계하여 완전무인운전을 목적

으로 하며, 차상신호설비(ATP/ ATO), 지상신호설비 (ATP/

Fig 1  The Whole System’s Schematic Diagram of 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

Fig. 2 The Main Function Classification of 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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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및 관제설비로 구성된 자동열차제어 시스템을 기반으

로 한다[6].

열차제어시스템의 최종 목표인 안전성 인증 획득을 위하

여,제안요청서에 언급된 IEC 규격을 기준으로 열차제어시스

템 및 서브시스템 수준별 시스템 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열차제어시스템 구성에 따른 안전성 인증항목 및 시스템

보증요구사항(RAMS 및 소프트웨어 활동)의 주요항목은 다

음과 같으며, 이는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사양으로 결정된다[5].

2.2.1 IEC62279의 소프트웨어 품질요구사항 적용

IEC62279에서 요구하는 품질요구사항의 부합성을 품질계

획 수립시 결정하여 프로젝트 진행함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

다. 다음은 IEC62279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요구사항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실제 적용하는 방안

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적용내용은 비고의 단계별 산출문서

에서 정의하도록 한다[2].

Table 1 The main lists of RAMS requirements for 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 

항 목 요 구 사 항

신뢰성(R)

차상신호설비: MTBSAF 50,000 시간 이상

지상신호설비: MTBSAF 20,000 시간 이상

(MTBSAF: Mean Time Between Service 

Affecting Failure의 약어로써,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고장에 따른 평균수명으로 정의)

가용성(A)
99.9% 이상

(열차제어시스템 전체 서비스 가용도 기준)

유지보수성(M)

MTTR 1시간 이내

(현장교체가능한 장치 기준이며, 물류시간 및

 제반시간 제외)

안전성(S)

SIL 4

(IEC 62278 및 IEC 62425(EN 50129)에 

부합함을 입증)

소프트웨어

IEC 62279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증업무 수행

(시스템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기준)

SIL4

안전성 평가/인증

안전성 인증(Safety Certificate) 획득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인증)

Table 2 S/W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for adaptation of

IEC62279

No
IEC62279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적용 비고

1 ISO 9001의 시스템 품

질보증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만족해

야 한다. 

ISO 9001:2008인증서 획

득을 통하여 ISO 9000 요

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활동을

수행한다.

일반

사항

2 ISO 9001에서 소프트

웨어 개발에 관련된 사

항을 수행해야 하며, 그

방법은 ISO 9000-3을

참조한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

을 수행함에 있어 ISO

90001/ISO 9000-3 요구하

는 방법과 절차에 부합하

는 활동을 수행한다.

일반

사항

Table 2 Continued

No
IEC62279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적용 비고

3 ISO 9000-3의 전문과

IEC 62279에서 요구하

는 실행 사항, 행위, 문

서 등은 소프트웨어 품

질보증 계획과 세부 개

발에 의한 규약을 참조

해야 한다. ISO 9000-3

에 누락된 사항은 반드

시 증명되어야 함을 원

칙으로 한다.

ISO 9000-3과 IEC 62279

에서 요구하는 실행사항,

행위, 문서 등은 본 계획

서의 단계별 활동 절차 및

문서관리에 포함 시켜 수

행하도록 한다.

단계별 

품질보

증활동 

절차

문서관리

4 수명 주기 모델을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을

위해, 2가지 개발방법론으

로 접근하고 그에 따른 절

차는 폭포수모델을 적용한

다.

단계별 

품질보

증 활동 

절차

5 각각에 포함된 단계를

정의

개발 방법론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수명 주기 모델

을 정의하고 각각에 포함

된 단계를 정의한다

단계별 

품질보

증 활동 

절차

6 활동하는 기본이 되는

업무

개발 방법론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수명 주기 모델

을 정의하고 각각에 포함

된 단계를 정의 하고 활동

하는 기본업무를 정의한다

단계별 

품질보

증 활동 

절차

7 진입과 진출점 개발 방법론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수명 주기 모델

을 정의 각각의 포함된 정

의된 단계에 진입과 진출

점을 정의 한다.

단계별 

품질보

증 활동 

절차

8 각 단계의 입력과 출력 개발 방법론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수명 주기 모델

을 정의 각각의 포함된 정

의된 단계에 입력과 출력

을 정의 한다

단계별 

품질보

증 활동 

절차

9 각 단계에서의 중요한

품질 활동

개발 방법론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수명 주기 모델

을 정의 각각의 포함된 단

계에서 품질활동을 정의한

다

단계별 

품질보

증 활동 

절차

10 기본 타스크와 각 활동

에 대한 구조 유닛의

책임

개발 방법론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수명 주기 모델

을 정의 각각의 포함된 단

계에 기본 타스크와 각 활

동에 대한 구조 유닛의 책

임을 정의 한다.

단계별 

품질보

증 활동 

절차

11 요구사항 추적 용이성 요구사항의 추적 용이성을

위해 요구사항 추적관리표

를 작성하여 추적이 용이

하도록 적용한다.

계획 및 

분석

12 문서 구조의 추적 

용이성

문서 구조의 추적 용이성

을 위해서 표준화된 서식

을 이용한다.

문서

관리



IEC 62279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열차제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3권 제4호(2010년 8월) 415

2.3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

2.3.1 품질보증 활동 개요

본 품질보증 활동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걸

쳐 소프트웨어의 품질 목표를 충족하며, 정의된 프로세스 및

Table 2 Continued

No
IEC62279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적용 비고

13 소프트웨어의 개발, 확

인, 검증, 동작 그리고

유지보수와 관련된 문

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

동안 산출 될 문서에 대해

정의한다.

소프트웨

어 품질보

증 산출 

문서

14 시스템 통합 절차 시스템 통합 절차를 정의

한다.

통합 및 

시험

15 사용된 코딩 표준 코딩기준을 정의한다. 구현

16 선행된 검증 시험에 대

한 평가

감사활동에 따라 선행된

검증 시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검토 및 

감사

17 생산과 절차에서 사용되

는 매트릭스(정량적 측

정)의 정의. 소프트웨어

생산 매트릭스의 생성

시에는 반드시 품질 특

성과 ISO/IEC 9126 시

리즈에서 정의된 평가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매트릭스의 정의와 생성에

관한 사항은 확인 계획서

와 검증 계획서에서 정의

하도록 한다. 

소프트웨

어 확인 

및 검증 

계획서

18 형상관리는 반드시

ISO 9000-3에 기술된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

야 한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본 사항을

정의하여 형상관리를 수행

한다.

소프트웨

어 형상

관리 계

획서

19 소프트웨어 문서는 최

초의 승인 버전 출시

이전에 반드시 형상 제

어를 수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서에 형상제어에 대하여 정

의 하고 절차를 수립하여 형

상제어를 수행하도록 한다.

소프트웨

어 형상

관리 계

획서

20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는 반드시 모듈 시험의

초기 단계 이전에 구조

가 제어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구조 사양서

와 소프트웨어 설계 사양

서에 모듈 시험의 초기 단

계 이전에 구조가 제어 되

도록 정의하고 수행한다

소프트웨

어 설계 

문서

21 형상관리는 모든 수명

주기 동안 사용되는 환

경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용은 개

발의 재생산성과 유지

보수 활동을 요구한다.

형상관리 계획에 본 내용

을 정의하도록 한다.

소프트웨

어 형상

관리 계

획서

22 소프트웨어 확인 계획

의 결과와 적합성은 반

드시 시험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확인 계획서

결과 및 적합성을 확인 하

기 위한 자체 검토 및 감

사를 실시한다.

검토 및 

감사

23 이전에 개발된 소프트웨

어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안전 무결성 수준과 종

속성에서 요구하는 완전

성을 만족해야 한다. 또

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계획과 그 내용에 부합

하도록 개발과 유지 보

수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계획

서에 정의하고 본 계획과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

발과 유지보수가 되는지

확인 및 검증 활동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확인한

다.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절

차

Table 2 Continued

No
IEC62279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적용 비고

24 공급자와 개발자는 반

드시 문제에 대한 보고

와 정정 행위의 절차에

대해서는 작성, 문서화

그리고 유지 보수 절차

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

한 절차는 품질보증 시

스템에 포함되어, ISO

9001의 관련 절차에 따

라 수행되어야 한다.

형상관리 계획서 및 유지

보스 계획서에 정의 되도

록 적용한다

형상관리

계획서

유지보수

계획서

25 문제점의 보고와 정정

행위, 그리고 관리 책임

을 위한 피드백을 목적

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

한 문서의 정의

소프트웨어 관리절차에 정

의 하고 자세한 내용을 형

상관리 계획서에 정의 하

도록 적용한다.

형상관리

계획서

26 원인의 분석을 위한 문

제점 보고서의 정보에

대한 분석을 정의

형상관리 계획서에 문제점

보고서의 정보에 대한분석

을 정의한다.

형상관리

계획서

27 개발 단계와 소프트웨

어 유지보수 단계에서

확인된 문제점의 보고,

추적 그리고 해결에 대

한 실행을 정의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계

획서 구체적으로 정의 하

여 실행한다.

형상관리

계획서

28 소프트웨어 안전 무결

성 수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문제의

예방 활동에 대한 정의

소프트웨어 안전 무결성

수준의 부합성을 위하여

규격서에서의 요구사항을

각 산출문서에서 예방 활

동에 대한 내용을 정의한

다. 

문서관리

29 개발과 소프트웨어 유

지 보수에 대한 책임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

의

품질보증 계획서 및 소프

트웨어 유지보수 계획서에

소프트웨어조직구성을 정

의하고 그에 따른 책임한

계를 정의하여 적용한다.

품질보증

활동 조

직 및 역

할

30 정정 행위와 그로 인한

영향을 위한 처리 방법

의 정의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서에 정정행위에 관한 구

체적인 절차를 정의하여

적용한다.

소프트웨

어 관리 

절차

31 사용된 형식에 대한 정

의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서에 사용된 형식에 대해

정의한다.

형상관리

계획서

32 재시험, 재확인, 검증

그리고 재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의 정의

부적합 사항이나 오류의

발생시 시정조치 후 재시

험, 재확인, 검증 그리고

재평가하는 것으로 시정조

치에 절차에 따라 실행 하

도록 한다.

형상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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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하고 있는지 확인하

는 품질보증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이행하는데 있다.

본 활동의 적용 범위는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에 따른 개발 프

로세스 전 과정이며, 개발체계와 개발 활동 및 각 단계에서

의 산출물, 일정 등이 대상이다.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

은 IEC 62279를 기반으로 하며, 수명주기에 따른 단계별 소

프트웨어 품질 보증 활동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5].

Fig. 3 S/W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during system develop-

ment lifecycle

2.3.2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의 구체적 실현방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계획의 실시에 앞서 소프트웨어 품

질보증의 수행인원은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원인을 추

정하며, 발생된 문제로 인한 프로젝트의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품질보증 활동의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를 정확

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9]. 품질보증 활동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작성

-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의 정책, 절차 및 기준의 개발

- 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에 따른 단계별 확인 및 검증

- 다음 사항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감사

(설계, 시험, 확인 및 검증, 형상관리, 문제보고 및 수정조

치 사항)

2.4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 조직 및 역할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조직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조직과 독

립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단계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

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방안 제시 및 설계반영을 통한 시

험단계에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직상의 독립성을 유지한

다.

2.4.1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조직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건설 열차제

어시스템 구매·설치” 프로젝트 관련 품질보증 조직은 다음

과 같이 구성한다. 프로젝트팀과 RAMS 및 품질보증팀은 상

호간 독립성을 가지며, 업무보고와 기술정보 흐름을 독립적

으로 운영한다[5].

Fig. 4 The Organization for S/W quality assurance of ATC system

2.4.2 품질보증 조직 구성에 따른 책임 및 역할

소프트웨어 안전 보증 활동에 있어서 품질보증 조직 구성

에 따른 책임 및 역할을 사전에 정의하여 프로젝트 진행 동

안에 적용하도록 한다.

Table 3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organization for S/W

quality assurance

조 직 담당자 책임 및 역할 설명

사업책임 사업책임

기술자

ㆍ사업 제반 계약사항의 이행과 업무 

수행을 위한 대외협력업무 추진

ㆍ사업의 적기 완공과 고객만족 업무 

유대관계 강화

ㆍ사업총괄 대행 (사업총괄 부재 시)

ㆍ내부 소프트웨어 품질 감사에 대한 

감독 책임

사업관리 

담당

공정관리 ㆍ공정계획수립

ㆍ상세일정계획 수립

ㆍ성과 측정 및 보고

ㆍ공정 및 일정 조정관리

형상관리 ㆍ형상관리 계획 수립 및 배포

ㆍ형상요소 상태 기록

시스템 

설계

지상설비 

설계

ㆍ설계계획 수립, 설계변경관리

ㆍ구매사양 작성 및 외주업체관리

ㆍH/W 제작 관리 및 S/W 제작

ㆍ시험, 검사 및 종합시운전

ㆍRAMS 활동관련 업무수행(H/W,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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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절차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를 정립한다. 본 사업의 개발 방법론은 각 장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아래 같이 장치별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 차상설비, 지상설비, 관제설비(서버) 

 - 구조적 개발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는 자체 개발 방법론

을 본사업에 적용하여 사용한다.

• 관제설비(콘솔)

 -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는 자체 개

발방법론을 본 사업에 적용하여 사용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라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은 폭

포수 모델에 따른 절차를 기반으로 한다. 폭포수 모델을 기

반으로 하여 계획 및 분석, 설계 구현, 통합 및 시험, 현장

시험 순으로 나누어 각 공정단계별을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개발활동을 수행한다[7,8]. 또한, IEC 62279에서 언급된 각

단계별 소프트웨어 확인활동을 통하여 단계별 요구사항 충

족여부를 확인하는 점진적인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소프트웨

어 개발을 진행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따른 단계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개발방법론의 절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전 수명

주기 동한 이루어지는 수행활동 및 소프트웨어 산출물은 다

음과 같이 규정한다.

Table 5 The detailed procedure and documents during S/W

development lifecycle

개발단계 소프트웨어 산출물
수행활동

(검토및감사)

계획 및 

분석단계

ㆍS/W 형상 관리 계획서(SwCMP)

ㆍS/W 품질보증 계획서(SwQAP)

ㆍS/W 확인 계획서

ㆍS/W 검증 계획서

ㆍS/W 요구 사양서

ㆍS/W 요구사항 시험 사양서

ㆍS/W 확인 보고서(요구사항)

ㆍ계획, 표준, 절차의 

수립 및 검토

ㆍ계획서 검토

ㆍ산출물 검토(요구사

항 검토)

ㆍ프로세스 감사

설계단계 ㆍS/W 통합 시험 계획서

ㆍS/W 및 H/W 통합시험 계획서

ㆍS/W 구조 사양서

ㆍS/W 설계 사양서(SwDS)

ㆍS/W 데이터 준비 계획서

ㆍS/W 데이터 시험 계획서

ㆍS/W 확인 보고서(설계)

ㆍ산출물 검토 (설계 

검토) 

ㆍ프로세스 감사

구현단계 ㆍS/W 모듈 설계 사양서

ㆍS/W 모듈 시험 사양서

ㆍS/W 확인 보고서(모듈 설계)

ㆍS/W 유지보수 계획서

ㆍS/W 모듈시험 보고서

ㆍ산출물 검토

ㆍ프로세스 감사

통합 및 

시험단계

현장 시험

ㆍS/W 통합시험 보고서

ㆍS/W 및 H/W 통합시험 보고서

ㆍS/W 데이터 시험 보고서

ㆍS/W 검증 보고서

ㆍ프로젝트 산출물 검

토(시험 결과 검토)

ㆍ프로세스 감사

ㆍ기능적 형상 감사

ㆍ초기 요구사항에 대

한 부합성 여부 검증

하자 보증 ㆍ하자보증 처리 보고서 ㆍ하자에 대한 보수

Table 3 Continued

조 직 담당자 책임 및 역할 설명

시스템 

설계

차상설비 

설계

ㆍ설계계획 수립, 설계변경관리

ㆍ구매사양 작성 및 외주업체관리

ㆍH/W 제작 관리 및 S/W 제작

ㆍ시험, 검사 및 종합시운전

ㆍRAMS 활동관련 업무수행(H/W, S/W)

관제설비 

설계

ㆍ설계계획 수립, 설계변경관리

ㆍ구매사양 작성 및 외주업체관리

ㆍH/W 제작 관리 및 S/W 제작

ㆍ시험, 검사 및 종합시운전

ㆍRAMS 활동관련 업무수행(H/W, S/W)

H/W, S/W 확인 및 

검증

ㆍ각 프로젝트 단계별 RAMS 및 S/W 품

질 활동에 대한 확인 활동

ㆍ시험 단계에서 초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에 따른 검증 활동

RAMS 책임 ㆍ시스템 RAMS 및 S/W 활동에 대한 

총괄 책임

ㆍRAMS 분석 및 기술문서 생성 

ㆍ시스템 RAMS 요구사항 도출, 설계/제

작 담당자에게 통보 

ㆍ시스템 RAMS 요구사항 반영여부 

확인 

RAMS 담당 ㆍRAMS 분석 및 기술문서 생성 

ㆍ소프트웨어 산출 문서 검토 및 통합, 

개발담당자에게 요구사항 통보 

품질보증 ㆍISO 9001에 부합하는 품질활동 절차 

프로젝트에 도입 

ㆍ현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품질활동 절

차 준수여부 내부감사 시행 

ㆍ현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품질보증 관

련 기술문서 생성 

Table 4  The V/V procedure during S/W development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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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은 자기부상열차제어 시스템에 탑재되는 소프트웨

어의 개발절차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사항으로서, 일

반적인 품질보증 규격(ISO 9001), 소프트웨어 품질시스템 규

격(ISO 90003)과 IEC 62279 및 EN 50129에 준한 소프트

웨어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품질보

증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SWSIL4

만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을 도출하였

다.(각종 보고서)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류에 따른 활동

은 별도의 독립적인 활동을 통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도록

계획하였고, 지금까지 국제규격에 따른 활동기준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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