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임저자 : 정회원, 한국철도대학 운전기전과 교수

E-mail   : ckw1201@hanmail.net

TEL      : (070)8855-1645   FAX : (031)462-2944

* 정회원, 한국철도대학 교수 

** 정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표준화사업단장 

엑셀 기반의 LCC 평가도구 개발

The development of LCC evaluation tool on Excel Base

                 정광우†             김철수*         안준용*           정종덕**

Kwang-Woo Chung    Chul-Su Kim     Joon-Yong An     Jong-Duk Chung                   

ABSTRACT

 LCC can be defined as "the sum of present values of investment costs, capital costs, installation costs, 
energy costs, operating costs, maintenance costs, and disposal costs over the life-time of the project, product, 
or measure."  LCCA involves estimating the costs and timing associated with each alternative over a selected 
analysis period and conversion of those costs to economically comparable values considering the time-value of 
money. The several  Excel-Based LCC tools found on the internet are described in this paper. Also, This 
paper performed an analysis of the existing LCC commercial tools, assessing various aspects of each program.  
 The goal was to evaluate the best features of each tool and to identify the requirements for LCC evaluation 
of Urban Transit Vehicle. The LCC tools are developed to address problems in many different areas and a 
tool developed and structured for one area cannot generally be used in another area. No general LCC tool 
exists and if one is needed for Urban Transit Vehicle it has to be developed by the project. Since a full 
LCC can be very complex it is likely that this Excel-Based LCC tool should be a small and simple tool for 
quick cost estimates. This paper presents a LCC tool consisting of eight excel sheets, which are “Project”, 
“CBS”, “PBS”, “PM”, “CM”, “Others”, "LCC Result" and "Diagram".

1. 서 론

  기술적 및 경제적 필요조건과 관련하여 철도 차량 혹은 차량 구성요소의 최적화는 철도 운영 시장의 

적합성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 측면에서 철도 운영회사 입장에서 필수적이다. 철도 차량 및 차량 구

성요소의 수명은 매우 길기 때문에 - 25년에서 40년 사이 - 철도 차량의 도입 이전의 기술적 및 경제적 

평가는 철도 차량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 필요하고, 관리가능한 시간대에서 투자 수익(ROI)을 얻기 위해

서도 필요하다. LCC와 RAMS 기술은 최적화 과정을 지원하는 검증된 방법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에서 찾아낸 몇 가지 엑셀 LCC 툴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현존하는 LCC 상

용 툴의 분석과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목적은 각각의 툴의 특징을 

평가하는 것이며, 도시철도차량의 LCC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을 확인하기위한 것이다. LCC 툴은 많은 

서로 다른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고, 특정 분야를 위해 개발되고 구축된 툴은 일반적으로 다

른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인 LCC 툴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도시철

도차량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것은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완전한 LCC 툴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Excel 기반의 LCC 툴은 빠른 비용 추정과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작고 간단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LCC 상용 툴과 Excel 툴들의 가장 큰 특징을 평가하여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Excel 기반의 LCC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철

도 차량의 LCC 모델의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필요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8개 엑셀시

트로 구성된 LCC 평가도구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며, 각 시트는 “프로젝트”, “CBS”, “PBS”, 

“PM”, “CM”, “기타비용”, "LCC결과" 및 "결과 Diagram"시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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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CC 툴의 벤치마킹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LCC 툴(상용 S/W package, Excel 툴)에 대하여 기술한다. 많은 LCC 툴들은 

서로 다른 응용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개발되었고, 하나의 특정 분야를 위해 개발되고 구축

된 LCC 툴은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2.1 LCC 툴 비교를 위한 기준 정의

  LCC 툴이 현실적 결과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평가 기준/지표를 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는 LCC 툴의 최선의 실행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LCC 모델/툴은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 의사 결정의 목적과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서, 여러 단계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쉽고 유연성 

있는 제품/작업 상세세부 구조(PBS/WBS)

  • 기본적인 비용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LCC 모델과의 비교. 

  • LCC 비용 요소를 정의하는 파라미터는 잠재적 결과의 범위를 설정하는 함수와 통계적 분포의 도

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 비용 요소사이의 상호작용은 좀 더 현실적인 LCC 모델에 도달하기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비용 함수는 각각의 시계열 속에서 서로 다른 값을 갖는 함수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 LCC 모델/툴은 비용 상세구조에서 각 비용 파라미터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적인 

구조에서 파라미터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비용 요소 내에서 이것들의 간섭 정도를 추적

할 수 있어야 한다.

  • LCC 모델/툴은 모델의 입력/출력과 과거 자료 혹은 참조 값과의 비교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좀더  개선된 모델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선택된 대안의 변화를 다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중치를 갖는 변수

를 사용하여 수명주기를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상호작용(자료 입/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모델 내에 포함된 고유한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LCC 파라미터의 확률적 민감도 분석과 같

은 위험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 LCC 모델에서 비용 인자(cost drive)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표현(예를 들면, 그

래픽, 테이블) 모드에 의해 결과 보고서를 지원하여야 한다.

  • 좀 더 정확한 LCC 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력 자료의 검사와 오류 추적 이 LCC 모델/툴 안

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순현가(NPV), 현금흐름할인법(DCF), 내부수익률(IRR), 감가상각, 기회비용, 인플레이션, 세금등

과 같은 재정 및 경제적 평가 기법의 응용이 툴 안에서 이용 가능 하여야 한다.

2.2 LCC 툴 현황

  현재 LCC 분석을 위한 툴은 간단한 Excel 툴에서부터 복잡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종류가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4가지 상업적 툴(Relex LCC, LCCWare, D-LCC, CATLOG) 

[2]과 Web 기반의 LCC tool(ENECO LCA-LCC tool), Excel 기반의 LCC tool( UNIFE-UNILIFE, 

LCCLight 등)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각 툴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UNIFE-UNILIFE는 상업적 

툴은 아니지만 본 연구 목적인 도시철도 차량의 엑셀 기반의 LCC 평가도구 개발을 위하여 상업적 툴과 

같이 비교를 수행하였다.

  Excel 툴 및 상용 툴에 대한  벤치마킹의 목적은 실제 철도차량 실무와 관련하여 각 프로그램의 다

양한 기능을 평가하여,  도시철도 차량의  LCC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필요조건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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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cel 기반의 tools

 

인터넷에서 찾아낼 수 있는 LCC 툴은 주로 Excel 툴이다. 이 툴은 적용 분야가  무엇이지 혹은 적용 

목적에 따라 수많은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며, 광범위한 응용 범위를 갖고 있다. 

표1. 다양한 Excel 기반의 tools

Excel tools 응용 Excel tools 응용

NORSOK 석유 산업 STEM 주거용 주택 

Barringer & Associates, Inc 엔지니어링, 제조 CAL-B/C 기반시설, 교통산업

Pump Life Cycle Costs 펌프 설계 Bicycle-IV 전력 생산 

LCCA Cal State 건설 비용 LCCLight 철도 산업 

UNILIFE/UNIDATA 철도 산업 

  

서로 다른 많은 분야에서 LCC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LCC 방법은 거의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응용에서 비용 구조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NORSOK[5]

노르웨이 근해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개발과 운영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ORSOK는 2가지 LCC 툴을 개발하였다. 

  lcc.xls : 궁극적인 대안 비교를 위하여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 계산 방법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facility.xls : 최고의 경제성을 제공하는 시설(설비) 설계 수립에 필요한 수명주기비용계산 방법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표2.  NORSOK lcc.xls 메인 메뉴 구성 

메인 메뉴

입력자료 제한 조건 결과 프린트
- Capital cost
- Logistics cost
- Preventive Maintenance
- Energy Consumption
- Servicing
- Deferred Production 
- Corrective Maintenance
- General Input

- Assumption
- Uncertainty
- Calculations

- LCC Summary
- LCC Elements
- Cost over the 
   years evaluated

 - Print Report
 - Print Costs 
   over Life

(2)  Barringer & Associates, Inc  

    Barringer & Associates, Inc는 엔지니어링, 제조 및 사업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산업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턴트 회사이다. 

   lcc.xls :  비용과 비용 절감의 간단한 현가 분석 툴이다.[6] 

   LCC_LMTD.xls : 펌프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좀 더 복잡한 

LCC 툴의 프리 버전이다.[7]

  표3. lcc.xls의 워크 시트 구성 

워크 시트

Banner LCC Worksheet LCC Example 1 LCC Example 2

수 명 주 기 비 용 
스 프 레 드 시 트 에 
대한 설명

간단한 현가 계
산 모듈

최대 자본 지출을 찾기위하여 
Excel Solver (tools/Solver)를 이
용한 간단한 예제

단일 대안에 대한 전형
적인 워크시트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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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mp Life Cycle Costs[8]

펌프 수명주기비용 : 양수 시스템 분석을 위한 LCC 툴로 Europump의 유압학회와 미국 산업기술의 

에너지 오피스(OIT)간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툴이다.

(4)  LCCLight

LCCLight[12]는  ABB사에 의해 개발된 LCC 툴로써 사용자가 쉽고 간단하게 LCC 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LCC는 장비의 설치부터 마지막 폐기까지의 수명동안 장비에 대

한 총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서로 다른 투자 대안을 비교할 때, 서로 다른 LCC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편리하다.

시스템 분석 및 비교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LCC 모델은 

• LCC = 수명주기 측면에서 시스템에 의해 발생되거나 혹은 서로 다른 비용으로 나누어진 모든 비

용의 합

• LCC = (초기 비용+설치 비용+에너지비용+운영비용+유지보수비용+가동불능시간비용+환경 비용

+폐기 비용)의 합이다.

    즉,          

        여기서 C= 서로 다른 비용 형태에 대한 비용 요소이다.

표4. LCCLight tool의 시트구성

시트 구성  주요 내용

 Explanation  LCCLight 버전의 일반적 설명 및 시트 구성

 General input data  일반적인 비용 자료 및 일반적인 프로젝트 자료에 대한 입력 

 Initial costs  프로젝트 시작에서 소요되는 비용

 Operation  정상적인 운영 중에 발생되는 비용

 Failures-Breakdown  고장(과 가능한 정지)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End-of-life  수명 종료에 나타나는 비용 
 Results  입력 자료로부터의 결과 비용

(5)  UNIFE-UNILIFE

UNIFE-UNILIFE[10]는 UNIFE 회원과 철도 공급 산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진 LCC 인터페

이스 소프트웨어 모델이다.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응용은 두 개의 엑셀 워크북(UNILIFE, 

UNIDAT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도 차량과 고정 설치 시스템의 LCC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

여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몇 개의 스프레드시트를 포함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다른 장비의 제안 또는 

설계 옵션(선택)을 비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UNIFE-UNILIFE 사용자 지침서에 언급된 것과 같

이, 이 S/W는 수명주기 비용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S/W에 의해 계산된 LCC 값이 나타

내는 것은 순전히 비교 목적을 위한 것이다. 

   UNIFE-UNILIFE는 Excel 기반의 LCC 예측 도구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몇 가지 단점이 있다.  

   : 하나의 인시비용만을 사용

   : 기본적인 CBS/PBS를 제공하지 않음

   : 주로 PM과 CM 비용 산출만을 적용

   : CBS 요소에 대한 비용 모델의 유연성을 제공하지 않음

   : PM에서 다양한 정비 주기 및 기간을 적용하지 않음(월상, 연간 정비 주기 및 기간 등)

   : 총합계만을 제공, 부분적인 합계를 제공하지 않음

   : 그래픽 출력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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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도 분석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 주요 비용 인자를 제공하지 않음

그림2. LCCLight tool의 운영 시트

그림 3. UNLIFE/UNIDATA의  PBS와  CBS 구조의 예

2.2.2 상용 LCC tools

(1) LCCWare(IsographDirect) 

LCCWare[9]의 수명주기비용은 연구 및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폐기와 같이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

는 몇 가지 비용 범주로 구성되며, 범주는 트리 모양으로 더욱 세분화된다. 이 응용 S/W는 개별적인 비

용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비용 트리상의 노드에 비용함수를 쉽게 할당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고 있으며, 이 비용 함수는 단순한 방정식에서 Visual Basic 호환 코딩에 근거를 둔 더욱 복잡한 계산

까지 가능하다. 비용 함수들은 사용자가 특정 시간에서 변이의 영향과 그 시간에서 변수의 값을 조사하

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시간 포인트보다 더 많은 시간 포인트에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장치 및 구성 부품의 가격에 관련된 비용을 비용함수에 할당하는 편리한 방법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위하여 부품 트리라 불리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코드 팔레트를 이용하여 비용 

방정식의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다. 이 S/W의 다른 특징은 사용자가 중단점(breakpoints)를 삽입하여 

비용함수 코드 및 변수 값을 조사할 수 있는 디버깅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코딩을 통하여 

계산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복잡한 비용 모델에서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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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lex LCC (Relex) 

Relex LCC[11]은 Relex Reliability Studio라고 이름 붙여진 통합 S/W에 포함된 LCC 분석 모듈이다. 

각 분석 모듈은 독자적으로 완전한 패키지로써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모듈(RAMS 관련 모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유연한 포맷 이외에, 이 S/W는 작업 및 자료 필터링에 빠른 접근을 위하여 작업 

목록과 같은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Relex LCC는 사용자가 시간 및 설계 대

안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를 정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확장된 분석 능력을 위해 다른 Relex 

Architect 모듈로부터 자료를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전체 제품 수명 비용에서 시스템 고

장과 수리비용에 대하여 좀더 정확한 계산을 얻기 위하여 Relex Reliability Prediction 과 Relex RBD으

로부터 고장률과 수리률을 얻을 수 있다. LCC Relex는 CBS를 정의할 수 있고, 각 CBS 아이템에 비용 

계산을 위한 방정식을 할당하여 전체 수명 동안 시스템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3) D-LCC(ALD, Deutsche Bahn AG)

D-LCC(Decision by Life Cycle Cost)[13]는 Advanced Logistics Developments Ltd 의해 개발된 

총 소요 비용 계산과 수명주기비용 분석을 위한 상호 작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이며, 이것은 현재  

Deutsche Bahn AG.에서 사용되고 있는 툴이다. 이것은 시간 경과에 대한 비용 흐름을 연구하는 시스템 

분석가와 엔지니어를 위해 설계되었다. 이것의 융통성은 특정 프로젝트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모

델을 사용자가 쉽게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D-LCC는 사용자에게 상향식(bottom-up) 비용 추정을 제

공하고, 민감도 분석을 포함하여 LCC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및 파라미터의 상세한 조사를 지원하고, 할

인율과 물가상승률을 각 프로젝트를 위해 정의할 수 있는 순현가 비용 분석을 수행한다. 

각 D-LCC 프로젝트는 LCC 모델(CBS), PBS/WBS, 라이브러리(수명주기 파라미터의 저장을 위한)로 

구성된다. 

(4) CATLOC(Systecon AB, Sweden)

CATLOC(Complete Analysis Tool for Logistics and Operations Costs)[14]는 프로젝트 각 단계에

서 요구되는 LCC 모델을 사용자가 제작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하고 있으며, LCC 방법론과 관련된 활동

을 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CBS는 완전히 사용자 정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트리 구조

가 없으며, LCC 모델 구축 노력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 템플릿 모델의 집합이 제공된다. 

CATLOC에서 계산 모델은 비용 원소(LCC 트리에서 가장 낮은 수준)와  5차원 공간(재료, 업무, 역, 자

원 및 시간)에서 정의된 파라미터에 의해 구성된다.  이런 차원들은 사용자가 모델에 포함된 다른 시스

템, 예비품, 기초, 수리 업무 등에 따라 총 비용을 세분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용 집계는 CBS를 구축

하는데 사용되며, 비용 집계는 비용 원자 또는 기타 집계된 비용의 합으로 항상 계산되기 때문에 비용 

원소와 파라미터 둘 다는 특정 값 혹은 함수적 표현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다.  

(5) LCC tools 비교

도시철도 차량의 LCC 모델링을 위한 필요조건에 가장 적합한 LCC S/W확인하기 위하여 LCC 툴의 

벤치마킹을 실행하였다.

 

표5. 일반적인 특징

일반적인 특징 Relex LCC LCCWare D-LCC CATLOC UNIFE-
UNILIFE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 
(복사/붙여넣기, 실행취소/재실행 등) ○ ○ △ ○ ○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가? × × × ○ ×

프로젝트 내에서 다른 대안을 비교 가능한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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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주요 구조(CBS/PBS)

주요 구조(CBS/PBS) Relex LCC LCCWare D-LCC CATLOC UNIFE-
UNILIFE

CBS 요소에 대한 비용모델이 유연성 있고 쉽
게 변경가능한가? ○ ○ ○ ○ ×

편리성과 빠른 자료 입력, 탐색기능 외에 CBS
의 그래픽 표현이 가능한가? ○ ○ ○ ○ ×

기존의 LCC 모델과 비교 가능한가? × × × × ×

전문 계산을 위하여 사용자가 서브루틴을 만들 
수 있는가? ○ ○ × ○ ○

변수가 확률적 특징을 갖는가? × × × × ×

비용요소사이의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가 ? × × × × ○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가 ? × × × ○ ×

CBS 내에서 각 파라미터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가? ○ × ○ ○ ×

각 CBS 성분 내에서 파라미터의 상호 간섭 정
도를 추정할 수 있는가 ? × × × ○ ×

서로 다른 연산자를 사용하여 구성요소의 수명
주기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가? × × ○ × ○

여러 가지 가중치를 갖는 변수를 이용하여 수
명주기를 계산할수 있는가? × × ○ × ×

표7. 다른 S/W의 상호작용

다른 S/W의 자료/결과의 상호작용 Relex LCC LCCWare D-LCC CATLOC UNIFE-
UNILIFE

다른 S/W부터

자료 가져오기

MS 엑셀 ○ ○ ○ ○ ○

MS 엑세스 ○ ○ ○ ○ ○

다른 S/W로 

자료 보내기

MS 엑셀 ○ ○ ○ × ○

MS 엑세스 ○ ○ ○ × ○

가져온 자료는 자동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가? ○ × × × ×

표8. 입력/결과의 정확성

자료/결과 정확성 Relex LCC LCCWare D-LCC CATLOC UNIFE-
UNILIFE

입력 자료의 오류를 추적할 수 있는가? ○ × × ○ ○

CBS 방정식에서 오류를 추적할 수 있는가 ? ○ ○ ○ ○ ×

3. Excel 기반의 도시철도차량 LCC 예측 도구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차량의 조달 과정에서 LCC 평가를 위한 Excel 기반의 LCC 예측 도구를 개

발하는 것이다. 

3.1. S/W 기능 요구사항

도시철도 차량의 LCC 예측 도구의 개념 설계과정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요구기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도시철도차량 차량 도입시 필요한 비용과 수명주기동안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예측기능을 제

공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차량의 년간운행비용을 주요부품별 비용 프로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서브시스템(예. 제동장치) 단위로 도입 및 수명주기 동안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의 예측기

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서브시스템(예. 제동장치) 단위로 년간운행에 필요한 비용 프로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예측 결과의 다양한 출력(Report, 그래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비용인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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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행 절차 및 기능 블록

개발하고자 하는 LCC 프로그램의 수행절차는 프로젝트 정의, CBS 구성, PBS 구성, 데이터 입력, 비

용예측 및 결과 출력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표9. 수행 절차

절 차 주요 내용

프로젝트 정의  프로젝트 관련 정보, 도시철도 차량정보, 운행정보, 유지보수 전략 등을 정의

CBS 구성 엑셀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표준 CBS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선택 및 추가에 
의해 CBS 구조를 생성

PBS 구성 엑셀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표준 PBS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선택 및 추가에 
의해 PBS 구조를 생성

데이터입력 CBS와 PBS 구조에 관련된 정보(가격, 고장률 등)를 도시철도 차량 공급자가 입력

비용예측 CBS를 기반으로 도입 및 유지보수데이터를 이용하여 수명주기동안 비용을 계산 

결과출력 총수명주기비용, 비용프로파일 등 예측결과를 출력

3.3 LCC 예측 도구의 구성

표10. Sheet 구성 및 주요 내용

Sheet 주요 내용
표지 Sheet 수명주기비용 정의, LCC 예측 도구 개발의 목적, Sheet 구성 및 내용

프로젝트 Sheet
프로젝트 관련 정보, 도시철도차량 정보(총 편성 수, 1편성의 구성), 운영 시나리
오(연간 운행 시간, 연간 운행 거리), 유지보수 시나리오(일상검사, 월상검사, 중
간검사, 전면검사 주기)

CBS Sheet 획득비용(차량 구입비, 예비품비, 교육훈련비, 문서화비, 시운전비용, 검사비)
운영비용(유지보수비용(예방정비/고장정비), 에너지비용, 고장 비용

PBS Sheet 9가지 대분류(Level 0)를 기반으로, Level1~Level6까지의 분류 

PM Sheet PBS 구조, 각 장치의 수량, 예비품가격, 예방정비주기, MMH, 재료비, 총예방정
비횟수, 총예방정비인건비, 총예방정비 재료비, 총 예방정비비 

CM Sheet
PBS 구조, 각 장치의 수량, 예비품가격, 교환가능여부, 교환률, 수리가능여부, 고
장률, MMH, MTTR, 재료비, 총고장률, 총고장정비인건비, 총고장정비재료비, 총
고장정비비, 총예방정비비, 총유지보수비용 

기타 비용 sheet 연간 운영 에너지비용

LCC 결과 Sheet
프로젝트자료(인시비용, 퐁편성수, 할인율, 수명주기, 연간운행시간, 연간열차키
로, 단위에너지사용량, 전력량단가), 획득비용, 소유비용(예방정비, 고장정비, 에
너지비, 기타비용), LCC 합계

결과 DIAGRAM 획득비용 대 소유비용, 획득비용, 소유비용, 연간 비용

3.4 LCC 예측 도구의 적용 공식

총 예방정비

회수

일상검사
Life_Cycle*365일/PM_Inte(일상검사주기) - Life_Cycle * 12 / 

PM_Inte (월상검사주기) - {(Life_Cycle/PM_Inte (중간및전면검사주
기)) *PM_Inte(중간및전면검사기간)/PM_Inte(일상검사주기)-1)}

월상검사
 Life_Cycle * 12/PM_Inte (월상검사주기) - Life_Cycle/PM_Inte (중

간 및 전면 검사주기)

중간 및 전반검사 Life_Cycle/PM_Inte (중간및전면 검사주기)

총 예방정비 인건비
T_PM_No (총 예방정비 회수) * QTY_Total (1편성에 대한 부품별 총 

수량) * PM_MMH (부품별 예방 정비 소요 시간) * Manh_Cost (시간당 
인건비) * 1000(천원단위) * Total_Fleet_No (총 편성 수)

총 예방정비 재료비
T_PM_No (총 예방정비 회수) * QTY_Total (1편성에 대한 부품별 총 

수량) * PM_Mate_Cost (부품별 재료비) * 1000(천원단위) * 
Total_Fleet_No (총 편성 수)

총고장률

FR_UNIT = "FPMKM" 이면
Y_Op_Length (연간 열차키로 km/year) / Y_Op_Time (연간운행

       시간, hour/year) * Failrate(고장률) * QTY_Total(총 수량)
FR_UNIT = "FPMH" 이면   Failrate(고장률) * QTY_Total(총 수량)
FR_UNIT = "FIT" 이면 Failrate(고장률) * QTY_Total(총 수량)/1000
FR_UNIT = "H" 이면 QTY_Total(총 수량)*1000000/Failrate(고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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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공급장치

판토그라프

주차단기

대차 및 주행

대차프레임

구동장치

프로젝트 정의

프로젝트 관련정보
도시철도차량정보

도시철도차량 운행정보
유지보수 전략 등

CBS 구성

도시철도차량 CBS 작성
- 획득 비용
- 소유 비용
- 기타 비용

 - 획득 CBS
 - 소유 CBS
 - 기타 CBS

표준 CBS

Excel 매크로 기능
- 도시철도 차량
- 표준 비용범주

표준구조

 - 획득 비용
  : 구입비
  : 교육훈련비
  : 문서화비
  : 예비품비 등
 - 소유 비용
  : PM, CM
  : 재료비
  : 인건비
  : 에너지비
 - 기타 비용

선택/추가

PBS 구성

도시철도차량 PBS 작성
- 차체

- 대차 및 주행
.
.

 - Lvele 0
 - Level 1
 - Level 2

표준 PBS

Excel 매크로 기능
- 도시철도 차량

- 표준 PBS

표준구조

선택/추가

데이터 입력

CBS와 PBS관련 자료
- 부품가격
- 수리시간
- 고 장 률

.

비용예측

각 항목별
수명주기비용 계산
(LCC M ODEL)

획득비용

 - 구입비
 - 교육훈련비
 - 문서화비
 - 에비품비 등

운영비용

 - 에너지비
 - 청소비
 - 기타

PM  비용

 - 재료비
 - 인건비

CM  비용

 - 재료비
 - 인건비

유지보수비용

 - PM 비용
 - CM 비용

기타비용

 - 간접 비용
 - 고장 손실 비용

순환

       n=n+1

중간 결과

당해년도 수명주기비용

n >= 총수명주기

결과 출력

총수명주기비용
연간비용

비용 프로파일

그림 5. 표지 Sheet

 

그림 4. LCC 예측 도구의 기능 블록도

그림 6. CBS Sheet 그림 7. 프로젝트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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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BS Sheet

 

그림 9. PM Sheet

그림 10. CM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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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타비용 Sheet

 

그림 12. LCC 결과 Sheet 그림 13. 결과 DIAGRAM

총 고장정비 

인건비

T_Failrate(고장률, FPMH 단위)/1000000 *

((CM_MMH (CM MMH)+MMH_Shop(3rd Shop에서의 MMH)* Manh_Cost(인시비))

 * Y_Op_Time (연간운행시간, hour/year) * Life_Cycle (총 수명주기) 

 * Total_Fleet_No (총 편성수)

총 고장정비

 재료비

Total_Fleet_No (총 편성수) * T_Failrate(고장률, FPMH 단위)/1000000 

* ( Exch_Rate(환률) * Exch_Frac(교환률)

* ( IF(CM_Mate_Cost_Unit(CM 재료비 단위) = "%", 

  CM_Mate_Cost(CM재료비)/100*CM_SP_Price(CM예비품가격), CM_Mate_Cost (CM

재료비) +IF(Repairable="N", CM_SP_Price(CM예비품가격),

  IF(Repair_C_Unit(수리비용단위)="%", Repair_Cost(수리비)/100*CM_SP_Price(CM

예비품가격)))) * Y_Op_Time (연간운행시간, hour/year) * Life_Cycle (총 수명주기) 

연간 에너비

비용
Unit_Energy_Cons * Unit_Energy_Price * Y_Op_Length * Total_Fleet_No/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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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연구계획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차량의 LCC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LCC 상용 툴

과 엑셀 툴을 평가 기술하였다. 많은 LCC 툴은 서로 다른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고, 특정 

분야를 위해 개발된 툴은 일반적으로 다른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는 신속한 비용 추정을 위해 간단한 지원도구 개발을 위하여 Excel 기반의 LCC 평가도구를 개발하였으

며, 이를 위한 요구사항 및 개발된 스프트웨어의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와 유사한 비용예측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델의 개선 및 소프트웨어의 업그

레이드가 필요하며, 중요한 비용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모델/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수명주기동

안 주요 비용인자를 확인하는 것을 돕기 위한 민감도 분석 기능의 추가와 입력 자료의 오류 검출 기능, 

다양한 결과 Diagram 표현, 시간 경과에 따른 비용 함수의 정의 등 향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후기

  본 연구는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 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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