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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는 상용화 시대 개막 및 상용화 준비 단계에 있다. 2004년 1월 중국 상하이 30km 노선 개통(영업최고

속도 : 시속 430km)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일본의 상용화 차량 모델 개발 및 상용화 차량 시험을 위한 야마나시 시험선을 확장

하는 등 실용화 또는 실용화를 위한 국외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3년3개월 동안 수행된 바 있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550km/h급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을 설계하고, 150m 내외의 단거리 시험선을 구축하여 해당기술에 대한 조합성능평

가를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설계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1,2].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시스템 개발시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시스템 설계,

제작, 시험 등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이 기법을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제작되는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본 론

2.1 물리/기능 아키텍쳐

2.1.1 기능분석

기능은 원하는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업, 행위 또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EIA-632) 이것은 획득자 또는 고객이 요

Abstract A super speed maglev is a complicated system integrating electric, electronic, mechanic, civil and construction

engineering. So, there must be an integrative system to monitor and manage operation requirements and standard features

of each subsystem and the interfaces between each technology. As an indispensable part that can ensure whole system per-

formance, a secure interface for each individual subsystem is an important management item of system engineering. By

securing the interface performance of each individual subsystem, system failure can be effectively prevented in advance.

Based on system engineering techniques, improvement of security and reliability for a super speed maglev is describ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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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는 전기, 전자, 기계, 토목 및 건설 등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거대 복합 시스템이다.

따라서, 각 기술 간의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에 대한 운영 요구사항과 기본사양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관리하는 시스템 통

합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성능 확보는 시스템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써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주요 관리 항목이며, 시스템의 실패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하여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 연구에 대

하여 서술하였다.

주요어 : 시스템 엔지니어링, 초고속열차,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아키텍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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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체계 거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은 장비, 소프트웨어, 펌웨어, 설비, 인력, 및 데이터 등으로 구성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계 요소에 의해서 수행된다[3-5].

기능분석의 목적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운용에 대한 기능 정의 및 하부 기능의 할당을 통하여 체계 아키텍처를 정의하는데 기

초가 되는 기능 아키텍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능 아키텍처는 분해된 기능의 계층구조와 기능 간의 흐름, 상호작용, 인터페이

스 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체계의 하드웨어 아키텍처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기술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다[6-8].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이전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MIL-STD-499의 기본 프로세스를 따라 요구사항 분석, 기능분

석, 설계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능분석을 별도 프로세스로 정의하지 않고 아키텍처 설계, 요구사항

분석의 하부 업무로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기능분석 대신에 논리적 설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2008년에는 논리적 설

계 프로세스 대신에 관련 내용이 이전의 요구사항 분석과 이후의 아키텍처 설계 단계로 흡수되었다[9,10].

 

2.1.2 최상위 수준 기능 정의

기능은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기능분석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능분석의 첫 단계는 최상위 수

준의 기능을 정의하는 것이며,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에서 최상위 수준의 기능은 운행이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운행 시

나리오를 검토하였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의 최상위 수준 기능을 정상 운행으로 가정하고,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고장 시나리오 2건과 비상운행 시나리오 1건을 가정하였다[1].

자기부상철도의 운행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의 운영에 대한 경

험이 없고, 본 연구의 목표는 상업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Fig. 2와 같이 자기부상철도의 기술적 특성에 근거한 가장 단

순한 비정상적 시나리오만을 고려하였다.

Fig. 1. Common SE process before 2000s.

Fig. 2. System top level function of super speed maglev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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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스템 아키텍쳐

시스템 아키텍처는 논리적/물리적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설계를 지배하는 기본 틀로서 연

구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특히 본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초기 기술의 개발 및 검증 단계에서는 아키텍처가 변

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 및 정련(refine)이 중요하다[4,6,8].

현재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산지원도구인 Cradle을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PAD(Physical Architecture

Diagram)라는 다이어그램 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PAD는 시스템의 물리적인 아키텍처를 나타내기 위해 내부 구성요소의 이

름과 외부환경, 그리고 내부 구성요소 간 또는 내부 구성요소와 외부환경 간의 인터페이스를 간단한 도형과 선으로 도식화하는 방

식이며, 인터페이스의 방향성이 표현된다[11-14].

시스템 수준(Level 1)의 관제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모델은 Fig. 3과 같다. 시스템은 차량시스템, 추진 및 전력 시스템, 관제시

스템, 성능계측시스템, 선로구축물 시스템 등 5개의 서브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며, 외부 시스템은 역사 시스템, 차량기지, 전력 시

스템 등 총 3개의 외부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2.3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리 및 검증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리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엔지니어링 분야 및 해당 인터페이스 표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개발 초기 단

계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외부 인터페이스의 요건분석과 내부 인터페이스의 시스템 기능 및 물리적 설계에

의해 개발되고, 변경 및 구체화된다. 인터페이스 규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독립적인 인터페이스 규격서(IRS: Interface

Requirement Specification)로 작성되는 경우와 구성품 규격서에 인터페이스 규격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1,2,15-17].

Fig.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는 통합 단계를 통해 검증된다. 인터페이스 검증이란 체계/구성품의 제반 인터페이스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말하며, 구분된 종류 또는 범주별 세부 인터

페이스를 검토하고, 각 인터페이스의 연결과 기술적 설명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통해 정의된 인터페이스 항목을 기초자료로 활용,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시스템 기본사양에서 식

별된 인터페이스 관련 항목을 상호 Mapping하여 누락 식별, 시스템 인터페이스 항목을 정의하였다. 

Fig. 3. Interface of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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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 통합 및 검증지원 환경 구축

2.4.1 요구사항과 시험항목 간 추적 구조 정의 

일반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최하위 구성품은 서브시스템 보다 먼저 통합되고 시험된다. 이 단계에서 설계 내용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구현, 구성품에 대한 단위시험을 통해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다. 서브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시스템 개발 이전에 통합되고 시험되며, 통합된 서브시스템 단위에 대한 모든 설계 내용을 충

Fig. 4. Interface performance verification for DB work procedure.

Fig. 5. Traceability schema for requirement-tes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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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2,6-8].

이를 반영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구성품/서브시스템 수준에 대한 시험항목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데이터베이스상의 해당 구

성품/서브시스템 요구사항과 추적 구조를 형성한다.

검증된 서브시스템은 다시 시스템 레벨로 통합되고 시험된다. 본 연구의 본선시운전 시험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시스템 요구사

항과 추적 구조를 형성한다.

2.4.2 데이터베이스 세부 구축 내용

Fig. 6과 같이 통합 및 시험 단계 구성은 크게 구성품 및 서브시스템 시험, 완성차 시험, 시운전 시험으로 구분된다. 수준별 시험

에 따라 세부적으로 시험항목을 계획하는 단계, 시험절차를 정의하는 단계, 수행된 시험에 대한 결과를 관리하는 단계, 요구사항과

의 추적성을 조회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통합 및 검증 활동 절차를 데이터베이스 마스터트리에 반영하였다. 

데이터베이스 마스터트리의 시험항목 부분에 본 논문의 성능시험 계획서의 내용을 반영,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시험식별자, 시험

항목명, 판정기준, 시험방법, 시험방법 구분(시연(D), 검사(I), 분석(A), 시험(T))의 속성을 입력하였다.

하위 수준의 시험항목에 상위수준으로 통합 및 검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터페이스에 대한 검증 활동이 중요

Fig. 6 Mastertree of ultra speed maglev.

Fig. 7. Test item check of component/subsystem-D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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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시험항목과 같은 방식으로 식별되는 인터페이스 시험항목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해 국내외 자료들을 참조하여 주요 시스템에 대한 성능시험 기준 설정, 시

험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였다. 구성품(Component)/장치(Subsystem) 시험은 원본문서에서 식별된 141건의 시험항목이 모두 DB화

되었으며, 제품분할구조(Product Breakdown Structure)를 반영하여 각각 전장품, 가이드웨이, 추진, 전력 및 신호/통신, 차량, 인터페

이스 분야로 나누어 시험항목을 분류하였다. Fig. 7과 Fig. 8은 차량시스템 중의 하나의 구성품인 DC/DC 컨버터와 SIV에 대한 시

험항목 조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2.4.3 시험결과

일반적인 시험이 실시되면 시험항목별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며, 시험결과가 식별된 일자, 시험결과(기준충족/기준미

달, 합격/불합격, 적격/부적격 등), 주요내용, 결과 보고서 등의 속성 데이터 관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Fig. 9와 같이 시험결과가

Fig. 8. Test item check of component/subsystem-SIV.

Fig. 9. Test item check of component/sub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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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또는 기준충족인 경우, 완료 결과 보고서 첨부, 불합격 또는 기준미달인 경우, 시정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 절차

및 시정조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시정조치항목을 따로 관리, 재시험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2.4.4 요구사항 추적성

데이터베이스 상의 요구사항과 시험항목 간의 양방향 추적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하여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결과 및 검증

이 누락된 요구사항, 시험항목의 요구사항 반영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추적성을 조회하는 방식은 Cradle에서 지원하는 Nested table, Tree, Hierarchy Diagram(HID)을 모두 적용하여 그림 10과 같이

추적성 식별 업무의 활용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DB에 구축된 시스템 요구사항과 구성품 요구사항에 기반을 두어 시험항목을 식

별하고 추적성을 연결함으로서 시스템 검증 및 확인의 안전성을 높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한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핵심기술개발”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

한 사례를 연구한 결과이다.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 타 분야에서도 이미 적용한 예는 있으나, 적용대상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초고

속 자기부상철도 시스템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은 차량시스템, 추진 및 전력 시스템, 관제시스템, 성능계측시스템, 선로구축물 시스템 등 5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며, 외부 시스템은 역사 시스템, 차량기지, 전력 시스템 등 총 3개의 외부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구성품

(Component)/장치(Subsystem) 시험은 원본문서에서 식별된 141건의 시험항목이 모두 DB화되었으며, 제품분할구조(Product

Breakdown Structure)를 반영하여 각각 전장품, 가이드웨이, 추진, 전력 및 신호/통신, 차량, 인터페이스 분야로 나누어 시험항목을

분류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상의 요구사항과 시험항목 간의 양방향 추적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하여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결과 및 검

증이 누락된 요구사항, 시험항목의 요구사항 반영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실패 요인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었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을 국내 최초로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기술개발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개발될 초고속 자

기부상철도 실용화 기술개발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는 오송기지 내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계측시스템에서 측

정한 시험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체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Fig. 10. Requirement item component-test item trac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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